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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가 있는 풍경

뒤뜰 양지바른 곳에서 누렇게 호박이 늙어갑니다.
탐스럽게 몸집을 불리는 늙은 호박을 볼 때마다
어머니는 입가에 미소를 띠우십니다.
‘저걸 따다 첫애 낳는 며느리 산후탕을 끓여줄까,
붉은 팥을 듬뿍 넣고 막내 녀석 좋아하는 호박죽을 끓일까,
아니면, 펄펄 뛰는 미꾸라지에 인삼 댓 뿌리 섞어 넣고 푹 끓여
부쩍 기력이 쇠하신 시아버지 보약을 해드릴까...’
늙은 호박 한 덩이에도 어머니의 마음은 금방 부자가 됩니다.
정작 고단한 당신 몸 챙길 일은 생각도 않으시고,
언제나 가족 생각으로 가득한 어머니.

이 가을엔...
어머니 시린 어깨 감싸줄 따듯한 스웨터라도 하나 마련해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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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코리안」

인간공학 패러다임의 혁명,

사람대신 사고를 당하고,
수술대에 오르는 사이버상의‘디지털 코리안’
이 탄생했다.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18일, 한국인의 표준골격을 가진‘3차원 골격계 시스템’개발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디지털 코리안’
은 정보통신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의 일환으로‘디지털 인체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을
수행해 얻어진 첫 번째 성과이며, 여기에는 가톨릭의과대학 응용해부연구소와 포스데이타, (주)칸티바이오가 참
여했다. 디지털 코리안은 현재 인터넷(http://digitalman.kisti.re.kr)을 통하여 서비스 되고
있다.
디지털 코리안은 남녀 기증 시신 각 50구, 전체 100표본을 1mm로 전신 CT촬영하여
얻은 의료영상을, 우리 연구원의 고성능 슈퍼컴퓨터로 평균화해서 3차원 영상으로 재
구성한‘표준 인체골격모델’
이다. 이번 개발로, 이제 교통시설의 안전성 테스트,
의료기구나 스포츠기구 개발 등 실제 사람으로는 하기 힘든 분야의 실험을‘디지털
코리안’
을 이용한 3차원 시뮬레이션으로 대신할 수 있게 됐다.
인체의 3차원 입체영상이 만들어진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나 기존의 것
은 인체 내부의 형태를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해부학교재 수준의 것이었고, 단 한
구의 시신을 가지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표준’
이 될 수도 없었다. 그러나 이번
디지털 코리안은 비록 골격에 한정된 것이긴 하지만, 형상뿐 아니라 기계적 움직
임, 물리적 특성까지 완벽하게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이고, 또 시신 100구의 평균
값으로 만든 표준모델이기 때문에 다양하고 실질적인‘산업’
에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차 개발에 필수적인 자동차 충돌시험의 경우, 2억원을 호가하는 더
미인형으로 수십 차례 시험을 하다보면 매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그러나‘디지털
코리안’
을 사용해 시뮬레이션 하면 각각의 충격에 대해 인체골격이 어떤 형태로 손상되
는지는 완벽하게 알 수 있으면서, 시간과 비용은 훨씬 적게 든다.
의료기기분야에서도 인공관절 같은 경우, 기존에는 서양의 인공관절을 사용해야만 했
으나, 이제 한국인의 표준골격이 완성됐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잘 맞는 최적의 관절을
만들 수 있게 됐다.
또, 스포츠 용품이나 그 외에 인간이 사용하는 모든 제품을 만드는데 인간공학 개념
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높은‘산업 경쟁력’
을 갖출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일반 산업
에 인체공학을 적용하려고 해도 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일일이 실험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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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리적으로 불가능해 제품의 성능과 디자인만을 중요시 했었다. 그러나 이제‘디지털 코리안’
을 활용해 아주 손쉽게 인체공
학적인 설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스포츠 의류나 골프채같이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스포츠 제품은 물론 의자나 볼펜
전화기 같은, 인간이 사용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인간공학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코리안을 통해 국내 산업전반에 인간공학 패러다임이 형성될 경우,‘한국 제품에는 인간공학이 반영돼 있다’
는 인식
이 확산돼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며, 그를 통한 부가가치도 매우 클 것으로 보인다. 또, 궁극적으로는 국민 모두
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인체모델의 개발과 활용은 이미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꾸준히 추진되고 있었다. 그러나 특정부위의 모델만이 진행됐을 뿐, 몸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그것도 표준화 모델 개발에 성공한 것은 우리가 처음이다. 그만큼 국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기법이 세
계 최고 수준이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디지털 코리안 사업이 시작된 후, 결과물이 나오기도 전부터 국내는 물론 국제적인 문의가 쇄도했고, 일본 동경공업대와 일본
자동차연구소 등에서는 구체적인 연구협력까지 제안해 오고 있다. 디지털 코리안을 시작으로 전 세계 산업 패러다임까지 인
간공학 중심으로 급선회 할 수도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다.
앞으로‘디지털 인체모델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은 골격계 뿐만이 아니라 장기와 근육 등 인체 전반에 대한 형상·물성·동
적움직임 정보를 체계적으로 DB화하고, 이를 산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나갈 계획이다. 이 사업이 모
두 완성되면 온 국민이 인간공학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며,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 강화 돼 경
제의 고도성장까지 동시에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인간공학 개념을 도입한 제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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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 과학기술부 장관, e-Science 환경 시연

지난 8월 11일, 우리 연구원은 과학기술부 오명 장관을 모시고 e-Science 환경 시연행사를 열었다. 그동안 우리 연구원
은 슈퍼컴퓨팅인프라 구축 사업, 국가 그리드 사업, 초고속연구망 구축 사업 등의 인프라를 기반으로 e-Science 환경을
구축해 왔으며, 이번 행사는 그 결과물을 직접 시연해 보는 중요한 자리였다. 이날 시연회에서 오명 장관은 기초과학지원
연구원에 설치된 초고전압 투과 전자현미경을 사이버상에서 원격 제어하는 시연에 참여했으며, 광주과학기술원 김종원
교수와 액세스 그리드 시범을 통한 원격 회의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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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KISTI 화이팅!
우리 연구원은 10월 7일부터 이틀간 천안의 교보생명 연
수원에서 조영화 원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직원 연찬회 및 추계체육대회 행사를 개최했다.
청팀, 백팀, 황팀으로 나눠 각 부서간의 단합된 힘을 보여
줬던 체육대회에서는 행정부서 등이 속해있는 황팀이 종
합 우승을 차지했고, 자신의 숨겨진 끼를 맘껏 발산한 장
기자랑 대회에서는 전 부서원이 총 출연해 톡톡 튀는 춤과
노래를 선보인 정보시스템개발실이 1등인 대상을 수상했
다. 이번 연찬회에서 조영화 원장은“전 직원의 함께 뭉쳐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선도하자”
며 직원의 단합된 힘을 강
조했다.

국내ㆍ외 슈퍼컴퓨팅 활용기술이 한자리에
우리 연구원은 10월 4일부터 3일 간‘한국슈퍼컴퓨팅
워크샵 2004’
를 개최했다. KISTI 슈퍼컴퓨팅센터, 서울
대학교 계산과학협동과정, 고등과학원 계산과학부가 공동
으로 주최한 이번 워크샵에서는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연
구환경에서 우수한 연구 성과를 창출해 내기 위한 다양한
슈퍼컴퓨터 활용 기술이 논의되었으며, 고성능컴퓨팅 분
야 최신 기술개발 동향 및 국내·외 전문가들의 강의를 들
을 수 있는 자리도 제공됐다.

조영화 원장, 중국에서 기술경영혁신 강의
우리 연구원 조영화 원장은 지난 10월 13일, 중국 북경의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중국 과학기술부 관계자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ISTIC, 원장 쪼우 데이딩) 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지식정보 시대의 기술경영혁
신”
이라는 주제로 21세기 지식정보 사회의 기술경영혁신
방안에 대한 강연을 해 큰 호응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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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학재단(NSF) 본부장 김상태 박사 초청 강연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25일, 세계적인 석학인 미국과학
재단(NSF) 공유사이버인프라 본부장 김상태 박사를 초청
해 최첨단 협업 연구를 가능케 하는“사이버 인프라스트럭
처”
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미
국의 차세대 과학기술 연구망, 슈퍼컴퓨팅, e-Science 등
과학기술인프라에 관한 동향과 한국의 사이버 인프라스트
럭처 구축 방향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발전적인 내용들이
논의됐다.

KISTI,‘HPC Asia 2004’참가
우리 연구원 슈퍼컴퓨팅센터는 지난 7월 20~22일 일본에
서 개최된 고성능컴퓨팅 및 그리드 관련 국제 컨퍼런스인
“HPC Asia 2004”
에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이지수 슈퍼
컴퓨팅센터장은 국가그리드프로젝트인 K*Grid 현황을
소개했고, 슈퍼컴퓨팅응용실의 김정호 박사는
“Development of a High-performance Domainwise Parallel Direct Solver for Large-scale
Structural Analysis”라는 내용의 주제발표를 했다. 또,
전시회에도 참가해 그리드 테스트베드 및 미들웨어 구축
현황과 슈퍼컴퓨팅응용연구 성과를 전시했다.

2004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23일부터 6일간 서울 COEX에서
한국과학문화재단 주최로 개최된“2004 대한민국 과학축
전”
에 참가해 국내 최초의 슈퍼컴퓨터를 비롯한 과학기술
정보자원, 정보검색시스템, 슈퍼컴퓨팅, 초고속연구망, 한
국인의 인체영상 DB 등 연구원 전반에 대한 홍보를 펼쳤
다. 특히, 수퍼컴퓨터 1호기 앞에서 즉석 사진을 찍는 이벤
트는 관람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으며, KISTI의 과학향기
신청자도 3,000천여명에 이르는 등 많은 성과를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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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HOME 사업 홍보 활발
우리 연구원은 초고속정보통신망과 일반 PC의 유휴 자원
을 활용해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컴퓨팅 파워를
창 출 하 는 인터넷기반 분산컴퓨팅 플랫폼 구축 사업
‘KOREA@HOME’의 홍보를 위해‘KOREA@HOME
포스터, 로고 디자인 공모전’
을 개최했다. 모집된 작품들
은 인터넷투표(60%)와 전문가(40%) 평가를 병행하여 8월
5일 시상을 했고, 포스터는 유관기관 및 학교, PC방 등에
부착하고 로고는 홈페이지나 차량 및 PC 부착용으로 활용
할 계획이다.
포스터부분 / 서미희

로고부분 / 전진수

2005년 세계적인 그리드 전문가들 한국 온다
휴렛팩거드
마크 리네쉬(Mark Linesch)
GGF 의장

아르로 국립연구소
이안 포스터(Ian Foster)
미국 국가 그리드
사업책임자

우리 연구원은 세계적인 권위를 자랑하는‘GGF(Global
Grid Forum) 제13차 국제 표준회의’유치에 성공했다.
이에 따라 내년 봄, 그리드 기술을 세계에서 처음으로 개
발한 미국 아르곤 국립연구소의 이안 포스터 박사를 비롯
한 세계적인 그리드 전문가들이 우리 연구원을 찾을 예정
이다. 우리 연구원의 GGF 개최는 한국의 그리드 기술을

영국 e-Science
사업책임자
EPSRC
토니 헤이(Tony Hey)

일본 그리드
사업책임자
AIST
사토시 세시구치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국내 연구자들의 그리드
기술 연구를 활성화 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
고 있다.

GFK 2004 Summer Workshop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8월 26일부터 이틀간 서울 웨스트 호
텔에서‘그리드포럼 코리아 2004 여름 워크숍’
을 개최했
다. 그리드 분야의 세계적인 전문가 300여명을 초청한 이
번 워크숍에서는 차세대 그리드 기술, 최신 그리드 연구동
향 등 10개의 주제 강연과 3개의 그리드 비즈니스 관련 강
의가 열렸으며, 그리드 테스트 베드를 연동한 연구결과를
직접 시연하는 행사도 함께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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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헨티나 국립기술대(UTN)와 업무협정
우리 연구원 조영화 원장과 김석영 지식정보센터장은 지
난 8월 22일부터 5일 간 아르헨티나에서 개최된“세계도
서관협회(전 세계 1700개 기관 가입)”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총회에서 조영화 원장은 세계 각국 정보기관과 긴밀
한 협력관계를 구축했으며, 특히 아르헨티나 최대 과학기
술대학인 국립기술대(UTN)를 방문하여 양 기관 간 정보
및 전문가 교류를 포함한 업무협정 체결에 관해 협의하
였다.

유비쿼터스 & 그리드컴퓨팅 워크샵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23일, 한국 IBM과 공동으로“유
비쿼터스와 그리드 컴퓨팅 세미나”
를 개최했다. 200여명
의 관련 연구자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IT분야 신
성장 동력의 중심인 U-Korea 추진을 위한 유비쿼터스
네트워킹 기술 및 그리드 컴퓨팅 기술 등이 집중 소개되
었다.

이달의 과학기술인상에 KISTI 박형선 박사 선정
지난 9월 30일, 대전시가 수여하는‘이달의 과학기술인
상’수상자에 우리 연구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박형선
박사가 선정됐다. 박형선 박사는‘한국인의 인체영상 데이
터베이스 구축’
을 통해 한국인의 인체영상을 DB로 구축
하고 3차원으로 가시화해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만들고, 이를 정보통신, 산업 및 과학기술 발전에
응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공로가 인정되어 이번 상을
수상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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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NACESTI 방문 및 실무협약 체결
우리 연구원의 류범종 정보시스템개발실장 일행은 베트남
과학기술정보센터(NACESTI)의 정보시스템 및 정보개발
인력정보 등을 포함한 정보인프라 환경 조사를 위해 지난
7월 25일부터 8일 1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에 있는
NACESTI을 방문하였으며, 방문기간 중 향후 NACESTI
의 연구개발 시스템 개선 프로젝트 공동추진을 위한 실무
협약서를 체결하였다.

산·학·연 업무협력 추진 활발
지금까지 산·학·연·관 등 모두 75여개 기관과 업무협
력을 맺은 바 있는 우리 연구원은 지난 7월 19일에는 산업
기술진흥협회와 과학기술정보 교류 및 활용을 위해, 8월 3
일에는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와 IT산업 발전 및 IT산
업 해외진출 관련 공동연구 수행을 위해, 9월 14일에는 중
소기업진흥공단과 고경력 과학기술자 동향분석 정보 자료
제공을 위해, 그리고 9월 17일에는 매일인터넷(주)와 산업
정보 분석정보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과 MOU / 9월 14일

국가연구정보협의회 추계 워크샵 개최
우리 연구원은 지난 9월 16일, 국가연구정보협의회와 공
동으로“오픈 액세스 패러다임에 의한 e-Prints 정보자원
의 공유”
라는 주제의 지식정보세미나를 개최했다. 사회 각
계의 도서관, 정보센터 관련 연구자들과 일반인을 초청한
이번 세미나에서는 오픈 액세스 패러다임의 이해와 최근
동향, ArXiv e-Prints 서버를 활용한 학술연구정보 공동
활용 사례, 정보공유라이센스(Open Acces License)를 적
용한 정보공유방안, 오픈디지털라이브러리 현황과 전망
등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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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래피

너리티 리포트’그 밖에도 수많은 SF물에서 홀로그래피 입체영상은 숱하게 등장한다.
나온다. 텔레비전 시리즈물로 인기리에 방영됐던‘스타트랙’
이나‘타임 캅’
, 영화‘마이
자신의 홀로그래피 영상을 이용해 수많은 적군들을 속여 통쾌하게 무찌르는 장면이
입체영상으로 에어로빅을 배우는 장면과, 적진 깊숙이 혼자서 침투한 남자주인공이
영화화한‘토탈리콜’
에서는 여자주인공이 홀로그래피 텔레비전을 통하여 전송되는
저명 SF작가인‘필립 K. 딕’
의 원작소설을 물리학 박사 출신의‘폴 버호벤’감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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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로그래피 TV는 가능한가?
꿈의 입체영상 과/학/향/기

과연 홀로그래피는 어떤 원리

마땅치 않았기 때문에 그다지 발

로 3차원 입체영상을 기록하고

전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1960년

재생할 수 있는 것일까? 또, 정

대에 들어와서 레이저(Laser)가

말 SF영화에서처럼 우리도 안방

발명된 뒤로 홀로그래피 기술은

에서 홀로그래피 텔레비전으로

급속히 발전한다. 레이저는 일반

생생한 입체영상을 즐기는 것이

빛에 비해 매우 강력하고 직진하

가능해질까?

는 특성이 있을 뿐 아니라, 광파
의 위상이 일치하는‘결맞는 성

홀로그래피(Holography)’라

질’(Coherent)이 있기 때문에,

는 단어는, 그리스어로 ‘완전하

홀로그래피를 구현하는 광원으

다’
는 의미의‘Holo’
와 그림이라

로 매우 적합했던 것이다.

는 뜻의 ‘Graphy’의 합성어다.
완벽한 그림, 즉 현실과 똑같은

홀로그래피 입체영상 구현이

3차원 입체영상을 찍고 재현할

가능해지면서 현재, 박물관이나

수 있는 사진이라는 의미다.

미술 전시장 등에서 일부 홀로그
래피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사진이 빛의 명암에 의

텔레비전으로 전송되어 우리 안

한 물체의 2차원 정보만을 기록

방에 등장하기는 아직 쉽지 않을

할 수 있는데 반해, 홀로그래피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3차

는 빛의 파동성을 이용하여 파면의 간섭을 3차원 정보

원 영상을 재현하려면 2차원 영상과는 비교가 안 되는

로 기록한다. 모든 파동은 고유의 진폭과 진동수, 위상

엄청난 정보량이 필요한데, 이것을 실시간으로 내보내

을 지닌다. 홀로그래피는‘기준파(Reference Wave)’
와

기란 현재의 정보처리 기술이나 TV 전송기술 수준으

‘물체파(Object Wave)’
라는 두 가지 빛(광파)의 간섭

로는 도저히 불가능하다. 또한 정보들을 기록하고 재

에 의해 물체의 위상정보를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

생할 매질도 지금으로선 만만치 않다.

된 필름을‘홀로그램(Hologram)’
이라고 부른다. 그리
고 여기에 다시 빛을 비추면 3차원 입체영상을 재현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미래에 TV 전송, 매체 재료, 빛의 이용 등
과 같은 분야의 과학기술이 더욱 발전하고, ‘기술적
난점(Bottle Neck)’
들이 해결된다면 언젠가 우리도 안

홀로그래피는 헝가리 태생의 영국 물리학자‘게이
버(Dennis Gabor)’
에 의해 1948년에 처음으로 발견되

방에서 실감나는 홀로그래피 입체영상을 신나게 즐길
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었는데, 당시로서는 그것을 제대로 구현할만한 광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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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

환자의 목숨을 걸고 해야 하는 매우 위험한 의료행위였다.
당연히 환자의 혈액형에 맞는 혈액을 수혈해야 한다. 그러나 19세기만 해도 수혈은
수술 도중 혈액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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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형이

있을까?

동물에게도
과/학/향/기

17세기 초‘윌리엄 하베이(William Harvey)’
에 의

소의 경우에는 A, B, C, F-V, J, L, M, N, S, Z,

해 혈액 순환에 대한 개념이 정립된 이후, 17세기 후

R’
-S’
, T’등 12가지 혈액형이 있으며 말은 7가지,

반에는 동물의 피를 사람에
게 수혈하는 치료법이 시도
되었고, 19세기 초에는 산후
출혈이 심한 산모에게 혈액

면양은 8가지, 닭은 13가지
A, B, C, F-V, J, L, M,
N, S, Z, R’
-S’
, T’
형

그리고 돼지는 무려 15가지
의 혈액형을 가지고 있다.
원숭이의 경우 사람과 유사

제공자가 직접 수혈을 시도

한 A, B, AB, O형이 있으며

하는‘직접수혈요법’
이 시도

침팬치는 A형과 O형, 고릴

됐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도

라는 B형, 오랑우탄은 A, B,

저히 원인을 알 수 없는 치

AB형만 있는 것으로 알려져

명적인 수혈 부작용으로 인해

있다.

총 48번의 수혈 중에서 18번
의 수혈이 죽음으로 이어지

동물의 경우 혈액형이

는 치명적인 결과를 냈다. 이는

틀리더라도 사람처럼 혈액

‘동종응집소(Isoagglutinin)’

의 응집 반응이 잘 일어나지

에 의해 적혈구의 응고현상

않기 때문에 응집이 일어나

이 일어났기 때문이었는데,

지 않는 혈액형을 골라 사용

혈액형 구분법이 발견되기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처

지 사람들은 그 이유를 알

음과는 달리 두 번째 수혈을

수 없었다.

할 때는 항체가 이미 만들어
져 있어서 거부반응이 일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ABO식 혈액형 구분의 방법

A, B, AB, O형

날 수 있으므로 연달아 수혈
을 하는 것은 피해야 하며,

은 1901년 비엔나 대학의 조

지속적으로 혈액을 수혈해

수였던 칼 란트 슈타이너

야 할 상황이라면 해당 혈액

(Karl Landsteiner)박사가 건

형과 동일한 혈액을 수혈하

강한 사람의 혈액도 서로 다

는 것이 좋다.

른 혈액과 혼합하게 되면 응
고현상이 일어난다는 사실에

지금까지는 혈액을 보충

착안해 발견하였다. 그는 이

하기 위한 방법으로 수혈이

방법을 통해 사람의 혈액형

유일한 것이었으나, 앞으로

을 A형, B형 그리고 C형(후

는 이를 대체할 인공혈액이

에‘Zero’라는 의미의 O형

보편화 될 것으로 보인다.

으로 이름을 고침)으로 명명

게다가 인공혈액은 혈액형

하였고 이후 네 번째 혈액형

에 상관없이 수혈이 가능해

인 AB형은 1902년 그의 제

지금과 같이 복잡하게 혈액

자들에 의해 발견되었다.

형을 구분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인공혈액의 연구가 하

그렇다면 사람과 마찬가

루빨리 완료 돼 혈액을 구하

지로 동물에게도 혈액형 구분이 있을까? 오히려 훨씬

지 못해 죽는 사람이 없어지는 날이 속히 오기를 기원

더 다양한 혈액형이 존재한다고 한다.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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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과학기술의 핵심, 생명정보학
생명정보학은 21세기 생명공학 시대를 이끌어갈
중요한 학문이다.
2000년 이후 인간게놈프로젝트가 성공함으로써
전 세계적으로 생명정보학이 급속하게 발전했다.
국내에서는 그동안 많은 연구자들이 생명정보학 연구를 위한
여건 조성을 위해 애써왔고,
이제 보다 현실적인 결과물을 생산하는 데 초점이 맞춰지고 있다.

이에 이번 호 심층테마연구에서는 신약개발, 유전체의학 등과
생명정보학과의 관계 조명을 통해 생명정보학이 나아가야할
방향을 되새겨보고, 지난 2001년부터 생명정보학 데이터베이스 구축,
분석도구 개발을 꾸준히 진행해 온
KISTI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IT 기반 생명정보학 분석도구 개발 및
서비스 현황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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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개발과 생물정보
글 _ 노 경 태 교수·연세대학교 생명공학과·ktno@yonsei.ac.kr

생물정보학의 발전은 신약의 탐색(Discovery) 및 개발

요하게 되었다.

(Development)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그 영향력은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결과로 인간이나 병원체의 유전자

미래 산업의 방향 및 구조를 바꾸기에 충분하다. 의약

에 관한 많은 정보들이 알려지고 있다. 이 정보는 생체

관련 산업은 생물산업의 거의 70%를 차지하며 생물정

조절 단백질의 기능과 구조의 정보로 바뀌고 또한 여러

보 연구에 많은 연구비를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생물

생물학적 실험을 통하여 질병 치료의 대상 단백질들이

정보의 다양한 기술들이 신약개발 과정에 매우 중요하

선정되고 있으며 그 수가 종래의 500개 정도에서 3,000

게 사용되고 있다. 생물정보학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10,000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질병

생명체 그중에서도 특히 인체에 관한 모든 정보를 확보

대상 단백질(Target)의 증가는 새로운 신약개발의 방법

하고 이를 가공, 분석 그리고 각 생명체의 생리학적인

론을 필요로 한다.

현상들을 정확하게 모사/예측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확
한 생명체들에 관한 정보 및 모델은 현대의 신약개발
연구에 없어서는 안 될 필수 요소로 등장하였다. 본 글
에서는 신약개발에 사용되는 생물정보와 그들의 역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일부 내용은 현재 신약개발
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로 간주되는 약물동력학
(Phatmacokinetics) 연구를 생물정보를 바탕으로 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대치해 나가는 최근의 연구 동
향에 관하여 소개 하려 한다.
많은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 예를 들면 조합화학

<그림 1> 신약을 개발하기 위하여 투자되는 경비가 매년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combinatorial chemistry), 초고속 검사(highthroughput screening), 기능유전체학(functional

다음의 <그림 2>는 생물정보와 신약개발의 관계를 설

genomics), 단백체학(Proteomics) 등의 도입에도 불구

명 할 때 항상 등장하는 도표로 신약개발의 과정을 시

하고 신약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연구에는 지난 10년간

간에 따라 관련기술을 순차적으로 표시하였다. 이 도표

의 자료에 의하면 한 가지 신약 당 약 8억$라는 엄청남

는 연구의 전략에 따라 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점

자금이 소요된다. 또한 약을 개발하는 비용은 매년 기

을 보이며 또한 점차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 소개 되면

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는 일부 임상 단계에서

서 조금씩 그 형태들이 바뀌어 가고 있다.

의 신약후보물질의 높은 탈락율에 기인한다. 세계적인
관리 기관에 의해 신약(New Chemical Entity)으로 인

그림에서 보듯이 유전자 탐색, 단백질 구조의 비교 및

증 받는 수가 최근 몇 년간 줄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대사경로 등의 정보를 이용하면 신약개발 대상 target

현상의 결과로서 여러 치명적인 질병이 아직 치료되기

을 찾는데 큰 도움이 된다. 일단 대상 target이 결정 되

힘든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면 가상탐색(Virtual Screening : VS)이나 Quantitative

길은 신약의 개발비를 낮춤으로 제한된 재원으로 더 많

Structure Activity Relation(QSAR) 방법을 이용하여

은 약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이다. 이러

Target 단백질과 결합할 수 있는 화합물을 찾아내게

한 이유로 생물정보를 이용한 신약개발 연구가 더욱 중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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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KISTI에서 운영하는 화합물 DB도 이러한 목적으
,

로 사용이 가능한 DB이다.
이 DB에 있는 모든 화합물이 약으로서의 성질을 만족
하는 것은 아니다. 화합물중 약의 기본적인 성질을 만
족하는 화합물을 골라내는 것도 중요한 과정의 하나로
여러 종류의 여과(Filtering) S/W들이 개발되어 있다.
또한 약 개발의 타겟 발굴을 위하여 유전체/유전자 DB
및 단백질의 3차 구조/기능 DB가 필요하다. 또한 실험

<그림 2> 신약개발의 과정(맨 위의 화살표)을 단계별로 순차적으
로 표시하였다. 또한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생물정보 및
컴퓨터 이용 방법들(가운데 적색 화살표)을 열거하였다.

적으로 얻어진 단백질의 3차 구조가 없을 경우 이를 예
측하는 것(Protein Folding/Structure Prediction)도 매
우 중요한 기술이다. 골라진 화합물(Focused DB)과 타

이때 얻어진 화합물들을 Hit라 부른다. 이 Hit를 단백질

겟 단백질과의 결합 구조 및 결합 강도를 예측하는 연

과 잘 결합할 수 있는 상태로 구조를 최적화 하여야 하

구, Virtual Screening(VS)은 이미 많은 방법들이 제시

는데 이 과정을 최적화(Optimization)라 한다. 이 최적

되어 있으며 신약개발 연구에 가장 효율적으로 많이 사

화 과정에서는 대상화합물의 생리활성(Biological

용되는 방법으로 기술상 많은 진전이 있는 분야이다.

Activity)뿐 아니라 이 화합물의 인체에서의 약물동력학

VS으로부터 얻어진 화합물은 실제 이 물질을 확보하여

(Pharmacokinetics: PK)적 성질 및 인체에 미치는 독성

생리활성도 실험을 수행하게 된다. 이 실험의 결과로부

을 미리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즉 신약탐색 단

터 얻어진 활성도를 바탕으로 더 좋은 활성도를 얻기

계에서 Lead 물질을 도출하려면 화합물의 두 성질 즉

위하여 QSAR 및 구조바탕의 최적화 과정을 수행하게

i) 생리활성과 ii) 약물동력학적/독성 성질이 만족 되어

된다.(도표에서 원형 화살표로 표시)

야 한다. 최근 들어 컴퓨터를 이용한 약물동력학적 성

이 반복되는 과정 동안 제안된 기준치를 만족하는 화합

질 및 독성의 예측은 신약개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물을 얻게 되면 이물질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게 되

될 도구로 간주 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술 개발을 위한

며 이 결과 실험상 기준을 만족하는 화합물을 얻게 되

연구에 많은 인력 및 연구비가 투지되고 있다. 또한 관

면 이를 Lead 화합물이라 부른다. 현재 지금까지 언급

련 전문 회사 및 상업화된 S/W 개발에 많은 투자가 이

한 단계가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탐색이 많이 사용되고

루어지고 있다.

있다.

<그림 3>은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개발의 과정 및 관련
기술 그리고 기술들 간의 연계를 보여 주고 있다. 먼저
기술의 단위로 화합물 DB가 필요한데 현재 상업적으로
구매 가능한 화합물은 대략 8,000,000개에 이른다. 이
런 화합물 및 합성 가능한 화합물의 DB가 필요하다.

<그림 4> 신약개발의 과정 중 만족해야 될 성질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언급된 기술 중 최근 매우 활발한
기술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PK의 컴퓨터를 이용한
<그림 3> 컴퓨터를 이용한 신약탐색 과정, Lead 화합물 도출 과정
을 관련 기술 및 이들 간의 관계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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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에 관하여 좀 자세하게 설명하기로 한다. 그림 4는
Lead 화합물이 약(Drug)으로 되기 위하여 만족해야 될

신약개발과 생물정보

성질들을 보여 주고 있다. 이 모든 성질들이 만족되어
야 실제 약으로서의 개발이 가능해지며 그렇지 못한 경
우 신약으로서의 허가가 불가능하다.
어떤 화합물이 약으로 되려면 치료효과(Potency)는 필
수적으로 갖추어야하며 인체에 부작용을 주지 말아야하
며(Safety/Toxicity), 인체에서 좋은 PK의 성질을 만족
해야 하며(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Excretion) 기타 약으로서의 물리 화학적 물성을 만족

<그림 6> 2002년도 자료로서 신약개발 단계에서의 실패 요인들을
정리한 것이다.

해야한다.
또는 주사기를 통하여 몸속에 들어가서 지나가는 경로
<그림 5>는 1997년도에“Drug Discovery Today"에 발

및 반응 그리고 흡수 및 배출 되는 과정에 관한 것이

표된 신약개발 단계에서의 실패를 원인별로 분류해 놓

다. ADME란 Absorption, Distribution, Metabolism,

은 것이다. 이 표에 의하면 ADME 및 Animal Toxicity

그리고 Excretion 인데 먼저 어떻게 약이 장을 통하여

의 문제점으로 실패한 경우가 전체 실패의 50%에 해당

흡수되고 인체에 각 부위에 전달되며 간에 의해서 대사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그림 2에서 보

가 되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배출되는가에 관한 것이다.

듯이 개발의 초기 단계에 ADME/Tox를 미리 예측하여

즉 약이란 흡수가 잘되고 원하는 신체의 부위에 전달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화합물을 초기 단계에서부터 걸

되어 약효를 나타내며 간에 의해 분해가 되지 않아야

러내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걸러내는 과정(Screening)

오랜 시간 약효가 지속될 것이며 또한 마지막으로 어떤

을 위하여 컴퓨터를 이용한 ADME/Tox의 예측기술의

형태로 배출 되는가도 중요하다. 아래의 <그림 7>은 이

개발에 많은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

ADME의 과정을 도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5> 신약개발 단계에서 실패하는 요인들을 정리한 것
“ADME : Single Largest Cause of Attrition in
Drug Development Kennedy,T., Drug Discovery
Today, 1997, 2, 436-444”

또한 <그림 6>은 2002년도의 보고서로 ADME에 의한
실패율은 매우 감소하였고 독성의 문제는 매우 크게 증
가 한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림 5>에서 보여준

<그림 7> 약이 경구로 투여된 후 거치는 과정을 도식하였다. 먼저
소장에서 흡수되고 간에서 분해과정이 있으며 혈액을 따
라 돌며 여러 인체의 부위로 전달되고 궁극적으로는 방출
이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ADME의 문제점에 의한 실패는 이미 컴퓨터를 이용한
예측 및 초기 단계의 in vitro(실험관) 실험의 도입으로

컴퓨터를 이용하여 ADME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가장

2002년도의 자료에는 많이 감소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필요한 것이 DB의 구축이다. 유전체 정보와 달리
ADME 분야 DB의 구축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분

따라서 컴퓨터를 이용한 ADME 성질의 예측은 이미 신

야의 실험 데이터는 대량 생산이 힘들며 여러 실험실

약개발에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주요 기술로 자리잡아

간의 실험 조건이 매우 다르며 또한 자료 하나하나의

가고 있다. 또한 아직 독성에 의한 실패가 매우 높게

신빙성을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필요한 컴퓨

나타나있는 것을 볼 때 컴퓨터를 이용한 독성예측을 할

터 기술로서는 DB 운영 시스템, 여러 linear/nonlinear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중요한 연구 분야로 남아 있는

regression 및 minimization 그리고 유전자 알고리즘

것을 알 수 있다.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된다. 또한 참여하는 연구 인력

ADME란 외부의 화합물, 예를 들면 약이 입을 통하여

의 범위가 수학, 컴퓨터, 화학, 생물, 약학 및 의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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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의 학문의 모든 분야를 포함하고 있다.

성장이 예상되는 분야이다. 각자의 S/W 들은 예측할

또한 이 ADME를 서로 연계하고 시간의 개념을 도입하게

수 있는 분야가 제한적이고 또한 각자의 전문성이 따로

되면 in silico Pharmacokinetic 연구가 가능해 지는데

있다.<표2> 따라서 국외의 제약사 등에서는 여러 S/W

이는 대표적인 Systems Biology의 분야로 A/D/M/E의

의 결과들을 토대로 판단하는 과정을 연구 내용 속에

각 구성 성분을 시간 및 물질의 이동을 매개로 한 개의

포함하고 있다.

시스템으로 통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ADME의 각 현
상을 실험 결과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훈련과정(또는

회

regression)을 통하여 분자의 표현자(descriptors)들로

Bayer Technology Service

PK-Map™ / PK-SIM™

수학적으로 표시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Accelrys

C2-ADME / TOPKAT / DS ADME

Pharma Algorithms

ADME Boxes v2.2

Tripos

Volsurf™

LION

pkEXPRESS™

Inpharmatica

Admensa™

Bio-Rad

KnowItAll2⃞

Strand Genomics

truPK

Schrodinger

Qikprop™

Simulations Plus

QMRPlus

BMD(Korea)

PreADME™

A=A(Mol.Str.), D=D(Mol.Str.),……
위의 A/D/M/E의 각 예측 모듈을 시간의 함수로 통합
할 수 있다.

Conc.in Blood(t)=f(A,D,M,E,t)
마지막으로 분자의 구조 정보만으로 이 분자의 혈중 농
도를 아래와 같이 시간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면

사

상

품

<표1> ADME 관련 국내ㆍ외 전문 회사 및 상업화된 S/W를 정리
하였음.

이는 신약 개발에 있어 매우 귀중한 연구 도구로 사용
될 수 있을 것이다. 분자의 구조로부터 <그림 8>과 같
은 결과를 보여줄 수 있게 된다.

Conc.in Blood(t)=f(Mol.Str)

A

D

M

Bayer Tech. Ser.

O

O

O

E

Accelrys

O

O

O

O

Pharma Algorithms

O

O

O

O

Tripos

O

O

O

LION

O

O

O

Inpharmatica

O

O

Bio-Rad

O

O

O

O

Strand Genomics

O

O

O

O

Schrodinger

O

O

O

O

Simulations Plus

O

O

O

BMD(Korea)

O

O

O

Tox D.L.

O

PK

O

O

O

O
O

O

O

O

<그림 8> 혈액속의 화합물의 농도를 이와 같이 나타내는 것이 PK
의 중요 목적이다.

<표2> 각 개발 회사별 S/W의 ADME/Tox/PK/DL 분야별 예측
가능 분야를 정리하였다.

현재 ADME 및 Toxicity를 예측 하는 상업화된 프로그

생물정보학이 직접 응용되는 산업 분야의 육성은 생물

램을 개발 및 판매하는 회사들은 매우 많으나 그 중 국

정보학을 전공하는 인력의 진로 및 계속적인 연구 재원

외 10개사와 국내 1개 그리고 개발된 상품을 정리해

의 확보 그리고 생물정보학의 발전을 위해서는 필수 불

보았다.

가결하다. 그런 의미에서 ADME 및 Tox 그리고 PK의
예측은 생물정보학 연구자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분야라

현재 ADME 예측의 기술은 아직은 초기 상용화 단계로

할 수 있다. 또한 이 분야 연구를 통하여 여러 학문의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어 이 분야의 연구 및 개발자

분야가 공동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융합의 기회가 될

에는 많은 기회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어떤 생물정

수 있을 것이다.

보 관련 산업보다 훨씬 큰 시장을 확보하고 있고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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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의학(Genomic Medicine)과
생명정보학(BioMedical Informatics)
글 _ 고 인 송 연구관·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연구부·insong@ngri.re.kr

들어가며
새로운 과학의 출현은 한 학문분야의 가장자리에서, 즉

매우 중요한 시대로 만들었다. 정보과학자의 연구와 생

다른 학문분야와 만나는 자리에서 생겨난다는 말이 있

물학자의 연구가 연결되는 경향은 날로 커져가고 있고,

다. 2000년 6월에 약 10여 년간 지속된 인간유전체계

새로운 과학적 발견의 기반을 이뤄가고 있다. HGP의

획(Human Genome Project, HGP)의 1차 결과가 발표

추진에 힘입어 생물학과 정보학이 만나서 태동한 생물

되면서 소위 포스트지놈시대(Post-Genome Era)를 열

정보학(Bioinformatics)은 이제 병원의 데이터베이스에

었다. HGP 시대의 목표가 인간 유전체를 구성하는 30

저장되어있는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 임상검사기록 등

억 쌍의 모든 DNA 염기서열을 밝히는 것이었다면, 이

의 의료정보를 통합하는 생명정보학(BioMedical

포스트지놈시대의 1차 목표는 3만 여개로 밝혀진 인간

Informatics)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것은 개인의 유전체

유전자 각각의 기능 및 질병과의 관계를 밝혀서 새로운

형에 맞는 차별화된 예방, 진단, 치료를 목표로 하는 소

차원의 의료를 예고하는 유전체의학(Genomic

위 맞춤의학을 실현시키기 위해 반드시 가야할 길이다.

Medicine)을 가능하게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기고에서는 생물정보학이 유전체의학의 실현을 위해

HGP는 정보기술(IT)과 바이오기술(BT)의 융합을 자연

생명정보학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하는지를 고찰하고자

스럽게 가져왔고, 21세기를 IT와 BT가 융합하는 것이

한다.

정보과학이 되어버린 생물학
과학기술의 발전 그 중에서도 컴퓨터의 발전은 우리 생

Growth of GenBank

활을 엄청나게 변화시켰다. 그 발전의 속도는 반도체의
집적도가 2년 내에 2배로 상승하는 것에 따라 기하급

이상의 변화가 예감된다. 생물학에서 전자공학의 기하
급수적 발전과 비슷한 발전속도가 관찰되는 곳이 실험
결과물의 산출양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의 국립생
물학정보센터(NCBI)의 GenBank의 예를 보면 반도체

Sequences (millions)

도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터넷이 세상을 바꾼 것

Base Pairs of DNA (billions)

수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제 심지어 생물학 분야에서

집적도의 발전을 훨씬 능가하는 속도인 1년에 약 2배
로 데이터의 양이 증가한다<그림 1>.

Base Pairs
Sequences

이렇게 생물학 실험데이터의 산출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데는 전자공학, 기계공학, 컴퓨터과학 등의 발
전에 따른 실험과정의 자동화 및 데이터베이스 기술 발
전 등의 영향이 매우 컸다. 불과 10여 년 전에 한 시험

<그림 1> Exponential growth of biological data: NCBI
GenBank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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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에서 한 번에 한 가지 실험을 하던 때의 생물학 연구

졌다. 새로운 생물학의 IT 의존도는 아주 간단히 생물

실은 이제 수백 개의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학 실험실에 PC가 없다면 연구할 수 있을까하고 생각

microwell이나 수천, 수만의 실험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해보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우리는 실험노트에 기록

chip을 사용하여 실험하는 연구실로 변했고, 사람은 자

하고 정리할 수 있는 수준의 생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동화된 실험장비에 시료를 집어넣고 가끔씩 올바르게

연구하고 있지 않다. 이제 생물학 연구는 정보를 분석

작동하는지를 감시만 하면 되는 식으로 발전했다. 이제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생물학은 이렇게 생산된 많은 양의 데이터로 인해서 더

가장 복잡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는 생명체에 관한

이상 서술적인 학문이 아니고 정량적인 데이터를 다루

데이터를 정보로 만들어 주는 사람도 필요하다. 즉 IT

는 새로운 생물학으로 변화했다. 따라서 초고속대용량

는 새로운 생물학의 기반이 된 것 뿐만이 아니라 새로

(high-throughput) 실험방법으로 생산된 방대한 양의

운 생물학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우리는 생물학 데이

데이터를 활용하고, 데이터의 분석과 그 데이터 간의

터를 정보로, 또 지식으로 가공해주는 정보학자, 즉 생

상관관계로부터 정보와 지식을 유도할 수 있고, 생명현

물정보학자가 필요하게 되었다.

상을 복잡한 모델로 만들 수 있는 생물학자들이 필요해

초고속컴퓨팅(HPC)과 시스템생물학
1999년에 이미 IBM은 물리학이 컴퓨터의 발전을 주도

grid)와 같은 분산컴퓨팅(distributed computing) 모델

했듯이 생물학이 과학분야의 수퍼컴퓨팅을 주도할 것이

에도 희망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영국에서 건설

라고 보았다. 새로운 수퍼컴퓨터의 최대 수요자는 물리

되고 있는 국가적 그리드(National Grid)와 같이 자기

학의 거대 프로젝트가 아니라 세월이 갈수록 생물학의

진단이 가능하고, 처리작업의 부하를 자동적으로 분배

거대 프로젝트로 바뀌고 있었다. 또한 생물학의 컴퓨팅

하고, 사용자가 모르게 틀린 오류를 고치는 등의 컴퓨

은 염기서열 검색과 비교에 유리한 고도의 병렬컴퓨터

터 환경을 이를 통해 추구하고 있다.

쪽으로 슈퍼컴퓨터의 구조 변화도 가져왔다. 1999년
12월 IBM은 블루진프로젝트(Blue Gene project)를 발

한편, 최근에 유전체학, 단백체학, 모델링 및 데이터분

표하였다. 이 프로젝트는 본래 2006년까지 새로운 컴퓨

석 등의 연구결과가 통합되어 시스템생물학(Systems

터 구조를 가진 petaflop 컴퓨터를 만들겠다는 계획으

Biology)이라는 새로운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 궁극적

로, 생명과학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려 하였으나, 현

으로 시스템생물학의 목표는 세포, 조직, 기관, 개체의

재는 범용 컴퓨터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블루진의

행동을 컴퓨터모델로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한 컴퓨터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응용프로그램들은 여전히 단백질

모델링이야말로 수퍼컴퓨터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한 분

의 폴딩(folding) 같은 중요한 생물학적 과정을 모의하

야일 것이다. 또한 시스템생물학의 시대가 오면 그야말

는 분자적 모델링 등의 생물학 분야를 위한 것이다. 생

로 생물학은 완전히 수량적인 학문이 되어버릴 것이다.

명과학분야 컴퓨팅의 진화는 컴퓨팅그리드(computing

생물학 데이터베이스의 통합과 데이터마이닝
미국 NIH의 NCBI는 여러 가지 생물학관련 공공 데이

도 제한된 접근만을 허용하는 상업적 데이터베이스를

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그 데이터의 양은 매우 빠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를 연구자들이 효

른 속도로 기하급수적 증가를 하고 있고, 데이터의 성

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베이스들이 상호

격도 유전자, 단백질, 화학구조, 관계데이터, 의료영상,

연결되고, 동시 접근이 가능해야 하고, 질문에 대한 답

실험데이터영상 등 매우 이질적이다. 또한 산업계 쪽에

을 여러 데이터소스로부터 얻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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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를 충족시키려면 접근성과 유연성이 동시에 가능하

이터의 통합과 접근 및 마이닝을 할 수 있는 강력한 도

도록 소프트웨어가 만들어져야 한다. 즉 증가하고 팽창

구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일례로 IBM이 개발하여

하는 연합된 데이터소스와 데이터라이브러리를 만들 수

Aventis란 제약회사가 사용한 DiscoveryLink라는 도구

있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이러한 노력의 한 가지 예로

는, 신약후보물질을 신속히 찾아내는데 매우 희망적이

IBM은 North Carolina Bioinformatics Consortium과

라고 한다. 또한 앞서 언급한 시스템생물학이 성공적으

함께 바이오그리드(BioGrid)를 만들고 North Carolina

로 기관이나 세포모델을 개발한다면 약물투여에 대한

지역 16개 대학을 연결하여 데이터의 접근, 수퍼컴퓨

컴퓨터모의실험을 할 수 있어 신약개발의 과정 중 전임

팅, 협력연구환경 등을 제공하는 일을 추진하고 있다.

상(preclinical)과 임상실험을 일부 대체할 수도 있을 것

최근 제약업계는 연구개발 분야의 생산성 저하로 고심

이다. 실제로 미국의 Physiome Sciences Inc라는 회사

하고 있다. 하나의 신약이 성공적으로 개발되어 시장에

는 심장의 컴퓨터모델을 만들어 제약회사가 개발한 심

나오기까지 약 8억 달러와 15년의 시간이 걸리는 현실

장치료약의 전임상 실험의 일부를 컴퓨터시뮬레이션으

에도 불구하고, 매년 시장진입에 성공한 신약의 수는

로 대체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컴퓨터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유전

모델이 실제와 가장 가까운 모델이 되기 위해서도 여러

체학과 단백체학의 연구를 통해 신약후보물질들을 발굴

가지 관련데이터베이스의 통합을 통한 정보의 생성은

하는 것이며, 이것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역시 데

필수적이다.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
제약업계에서 가장 좋은 약이라 해도 그 약이 처방된

있다면 그 약은 그 진단법과 함께 허가가 날 수도 있을

환자의 60%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 보통이다. 어떤 약

것이다. 실제로 이런 약의 예가 있는데 그것은

의 임상시험 결과가 성공적이라면 대부분의 환자에서

Genentech에서 개발한 전이된 유방암의 치료제인

효과를 보이면서, 소수의 환자에서 약간의 부작용을 보

Herceptin이라는 약이다. 이 약은 Her2라는 유전자 발

이고, 큰 부작용을 보이는 환자는 한명도 없는 경우일

현 검사를 실시해서 유전자 과발현 환자에게만 투여해

것이다. 그러나 만약 소수의 환자에서 아주 극적인 효

야 한다. 이와 같이 미래의 제약업계는 대부분의 환자

과를 보이지만, 소수의 환자에서는 매우 심한 부작용을

에게 효과 있는 약을 개발하려는 전략에서 전체 환자는

보이는 약이 있다면 이것은 실패한 임상실험결과로 그

아니더라도 일부 특정한 유전체형을 가진 집단의 환자

약은 허가가 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약에

에게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약을 개발하려는 쪽으로 전

대해 극적인 효과를 보이는 환자집단과 심한 부작용을

략을 수정할 것이다.

보이는 환자집단을 구별할 수 있는 간단한 진단방법이

유전체의학과 생명정보학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의학과 정보학의 융합분

보학은 단순히 환자진료를 위해 그리고 생물정보학은

야인 의료정보학(Medical Informatics)과 유전체학과

기능유전체학의 연구를 위해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포

정보학의 융합분야인 생물정보학(Bioinformatics)은 또

스트지놈시대의 의학으로 발전하면서 임상의사나 의료

다른 융합분야의 출현을 가져오고 있는데, 유전체학과

정보학자가 환자에 관련된 분자수준의 데이터를 이해하

의학의 융합분야인 유전체의학(Genomic Medicine)과

고 의료에 적용하는 것이 더욱 필요하게 되면서 생물정

유전체학, 의학, 정보학의 세 분야가 융합한 생명정보

보학도 개별화된 의료를 지원하기 시작한다. 한편 기능

학(BioMedical Informatics)이 그것이다. 현재의 의료정

유전체학연구도 발전하면서 임상검사결과, 임상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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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Interdisciplinary nature of newly emerging
disciplines in biomedical science fields

<그림 3> IData flow between the medical informatics
and bioinformatics promoting synergy
between the two disciplines

대한 주석정보, 환자의 가계도 정보 등 병원 의료정보
시스템의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시작한다. 따라서 의료

록이나 임상검사결과 등의 데이터가 기능유전체학 연구

정보학도 점차적으로 기능유전체학을 지원하기 시작하

에 사용될 수 있도록 생물정보학자에게 제공되는 것을

게 된다. 따라서 포스트지놈시대의 의료정보학과 생물

보여주고 있다. 이때 환자의 개인식별정보(이름과 주민

정보학은 자연스럽게 만나며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생

등록번호 등)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제거된다. 제공된

명정보학으로 융합된다. 따라서 생명정보학은 질병발생

의료정보 데이터는 생물정보와 통합되어 질병의 분자적

과 관련된 분자, 임상, 인구집단 등 각기 다른 수준에서

이해를 증진시키고, 환자의 유전체적 특성과 연결시키

생산된 정보를 사용하여 질병과 관련된 지식의 분석이

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그림 아래쪽의 흐름은 생물정

나 임상진료의 개별화 방안 등을 목표로 하는 통합적

보학자가 얻은 유전자나 SNP 유형 등 기능유전체학이

접근방법이라 할 수 있다.

나 개인대상 유전체학 연구에서 얻어진 정보를 임상정
보시스템에 통합하여 환자의 완전한 의무기록의 일부가

<그림 3>은 의료정보학과 생물정보학 사이의 데이터흐

되게 하여 환자에 대한 질병예방, 진보된 진단, 개별화

름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위쪽의 흐름은 일반적인 임

된 의료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보여준다.

상진료와 연구에서 의료정보학자가 수집한 전자의무기

정보기반의학(Information-Based Medicine)
유전체학(Genomics)은 고해상도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

정보시스템의 형태로 통합하여 생산된 지식을 가지고

하는 구조유전체학을 HGP의 완성으로 발전시켰고, 유

기존의 의학/약학의 진료 방법을 개선하는데 사용하는

전자의 염기서열과 유전자의 기능, 전사체, 단백질 구

것이다. 특히 진단의 정확도를 높임으로써 치료의 효과

조, 생화학적 과정을 연결시키는 기능유전체학을 발전

를 높이는 것이 중심 목표이며, 목표화 된 치료

시키고 있다. 기능유전체학 연구의 결과는 유전자와 질

(targeted therapies)와 개별의학(personalized

병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표적기반신약발굴

healthcare) 또는 맞춤의학을 지향한다. IBM의

(Target-based drug discovery) 및 개별화된 약의 처

Information Based Medicine(회사이름과 약자가 일치)

방을 추구하는 약물유전체학(Pharmacogenomics)의 발

은 임상유전체학(Clinical Genomics)과 생물·의료영상

전으로 연결되고 있다. 이러한 유전체학 연구에서 생산

(Biomedical Imaging)에 중점을 두고 이를 추진하고 있

된 정보들을 의학에 적용하는 것이 유전체의학이며, 그

다. 여기서 임상유전체학이란 표현형(Phenotype)과 유

것을 정보시스템의 형태로 구현하여 환자의 유전체정보

전형(Genotype) 데이터를 통합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

를 진료에 활용하는 것이 정보기반의학이다. 다시 말해

현형 데이터의 예로는 전자의무기록(EMR)/전자데이터

서 정보기반의학은 다양한 임상 및 생명의학 데이터를

캡쳐(EDC) 데이터, 환자치료결과데이터(Pa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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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come data), 세포영상(Cell Image), 의료영상
(Medical Images), 질병진행(Disease Progression)데이
터 등 이다. 유전형(Genotype) 데이터의 예로는 염기/
아미노산 서열(Raw sequence), 단일염기변이(SNP)
/Microsatellites, 전사체(Transcriptome) 단백체
(Proteome), 가계도(Genealogy) 등이다.

<그림 6> New applications in genomic medicine
developed from synergy between molecular
medicine and personalized medicine

<그림 6>에 표시된 의료정보학과 생물정보학의 시너지
를 통해 나타나는 새로운 응용분야의 하나인 유전체역
학(Genomic Epidemiology)은 유전체의학에 환경적인
요소를 고려하면서 발전하고 있는 새로운 융합분야이
다. 이 분야는 지역사회나 직업군 등 대규모의 인구집
<그림 4> Organization of Information Based Medicine

단 등에서 생활습관이나 질병발생 양상 등을 수십 년간
관찰하여 필요한 정보들을 데이터베이스화하고, 유전체

<그림 4>는 정보기반의학의 구성도를 보여주고 있는데

형 데이터와의 연관성을 연구하기 위해 필요한 혈액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은 환경데이터를 포함시키고 있다는

의 시료도 채취한다. 따라서 유전체역학을 통해 얻은

것이다. 이것은 <그림 5>에서 잘 나타나 있듯이 질병의

환경적 데이터는 정보기반의학의 실현을 위한 환경데이

발생은 유전적 요인만으로 설명되지 않고, 환경적 요인

터를 제공하는 중요한 원천이 된다.

도 고려해야만 완전한 의료정보시스템이 되기 때문이

일반적으로 말해서 현재의 의료는 증상 치료를 목표로

다. 하나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의해 생기는 유전질환의

하는 비특이적이고 일반화된 의료이다. 앞으로 전자의

경우는 유전형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으나, 대부분

무기록이 사용되고 유전체 정보와의 상관성을 활용하기

의 만성질환은 최근에 생활습관질환이라고 불리는 것으

시작하면 진단 오류를 줄이고 체계적인 변환의학

로도 알 수 있듯이 운동, 음주, 흡연 등 생활습관을 포

(Translational Medicine)의 단계로 발전할 것이고, 이

함한 환경적 요소가 발병기전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

것이 성숙되면 인공지능의 도입 등으로 질병의 예방이

이다.

가능한 개별화된 의료(Personalized Health Care)로 발
전할 것이다.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상관 관계
의사들은 약을 처방할 때 그 약이 임상실험에서 얼마나
좋은 효과를 보였나와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통계적으
로 판단하여 처방한다. 유전체연구결과가 새로운 데이
터로 등장함에 따라, 앞으로는 의사가 환자에 대한 유
전체정보를 고려하여 판단해야할 시기가 곧 올 것이다.
미국의 Mayo Clinic, Emory 대학교 등 대형 병원의 연
구센터에서는 이러한 시대를 준비하는 연구를 이미 시
작하고 있다. 특히 Mayo Clinic은 의학연구에 사용해도
좋다고 동의한 6백만명의 환자 의무기록을 데이터베이

<그림 5> 각종 질병의 발생에 대한 유전적 요인과 환경적 요인의 기여도

스로 확보하고 있고, 이러한 환자 중에는 유전체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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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할 수 있는 혈액이나 조직 등의 시료가 확보된 환자

리즘을 이용하여 DNA chip의 유전자 발현 패턴을 분

도 있어, 이들 환자 데이터에 그 시료들을 통해 얻은

석하고 백혈병 등 일부 암의 종류를 더욱 세분화하여

분자수준의 유전체 분석정보가 통합되면 의사들은 더

진단하려는 시도이다. 암은 일반적으로 한 가지 진단명

양질의 진료, 즉 환자에 따라 개별화된 진료를 할 수

이 붙더라도 그 발생원인은 아주 여러 가지 일 수 있

있게 된다. Mayo Clinic과 IBM은 이를 목표로 협력하

다. 따라서 같은 진단이 났다고 한 가지 치료법을 사용

여 정보기반의학의 시작품이 될 의료정보시스템을 만들

하면 효과가 없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DNA chip 등의

고 있다.

유전체 실험결과가 한 가지 진단을 여러 종류의 세부아
형(subtype)으로 더 분류해준다면 치료방법도 그 아형

이러한 의료정보시스템이 개발되면 우선 의사는 환자의

별로 달리 해볼 수 있을 것이고,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

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조사할 것이다. 예를 들면 환자

아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정보들

의 가족력과 환자의 유전체 패턴을 보고 특정한 암에

이 실제 의료에 통합되는 환경이 아직 구현되지 못하고

관련된 유전자나 단백질들이 어떻게 발현될 것인지 또

있는 것이다. 정보기반의학시스템이 개발되면 의사들에

그 암이 그 환자에서 발생할 확률 등을 예측할 수 있을

게 전산화된 데이터획득과 관리 및 분석을 통해 통찰력

것이다. 이런 것을 가능하게 하는 유전체실험기술이나

을 줄 수 있는 새로운 강력한 도구들을 제공하게 되어,

유전체기능 정보 등은 일부 영역에선 이미 활용이 가능

의견기반진단(opinion-based diagnosis)을 보조하게 될

할 정도로 발전되어 있다. 좋은 예는 클러스터링 알고

것이다.

결론
맞춤의학 시대의 가상적인 시나리오를 생각해보자. 아

학과 개인에게 최적의 약물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의학

기가 태어나면 혈액으로부터 유전체형을 검사하여 보안

의 혜택을 받음으로써 우리는 건강한 삶을 더 오래 유

처리 된 정보의 형태로 유전체정보은행의 데이터베이스

지할 수 있게 된다.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하드

에 수록되게 될 것이다. 주치의사는 아기 부모의 동의

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은 이미 IT 분야에서 많이 개발

하에 데이터베이스에서 아기의 유전체정보를 검색하여

되었다. 문제는 생물정보학과 의료정보학이 많은 교류

예방접종 및 각종 질병에 대한 검사 일정을 정하고, 특

를 통해서 서로를 이해하고 통합하려는 많은 노력이 있

정 위험질병에 대한 예방적 생활습관 등을 조언해 줄

어야만 맞춤의학의 시대라는 꿈을 현실로 실현시킬 수

것이다. 평생 동안 주치의사가 정해준 검진 일정에 맞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역시 전문인력이다. 생물정보

춰 건강할 때도 위험질환에 대한 예방적인 검사를 하고

학과 의료정보학을 융합할 수 있는 생명정보학 전문인

그에 따른 조치를 받을 것이다. 질병이 발생할 경우에

력을 양성하려는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져야 21세

주치의사는 그 환자의 유전체형과 분자수준에서 감별

기 의료시장에서 우리나라가 국가경쟁력을 유지할 수

진단된 그 질환의 세부유형의 치료에 탁월한 효과를 보

있을 것이다.

인 약으로 처방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예방 중심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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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아동기의 TV시청이 성인이후의 건강을 좌우한다

New Zealand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 연구진은 어린시절
TV를 많이 시청했던 성인일수록 건강상태
가 나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진은 1972년~1973년 사이에 출생한 천명의 아동들
을 대상으로 3~26세 사이에 이들의 하루 TV시청 시간이
얼마였는지를 조사했다. 그리고 조대상자들이 26세가 되었
을 때 혈압, 콜레스테롤 수치, 키, 몸매, 흡연여부 등 전체
적인 건강상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어린 시절에 하루 2시간 이상 텔레비전을 시
청했던 사람은 비만과 흡연 가능성이 높고, 심장이 얼마나
기능을 잘 발휘하는지를 측정하는 심혈관 기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결과를 얻어냈다.
구체적으로 17% 정도는 비만이고, 15% 정도는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았으며, 17% 정도는 흡연을 하고 있고, 15% 정도
는 심혈관 기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과도한 TV시청이 혈압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조사 대상자들의 사회적 배경, 다섯 살 때의
체적 질량 지수, 부모의 체적 질량 지수, 부모의 흡연 여부
등 다양한 요소들을 모두 감안해도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이한 것은 아동 및 청소년기의 과도한 TV시청이 인
체에 끼치는 악영향은 26세 이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다
가 이후로 건강을 악화시켜, 심혈관 질환같은 경우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타고 대학 연구진은 아동의 TV시청 시간을 하루
1~2시간으로 제한하자는 미국 소아과 협회의 주장에 동감
하면서, 이번 연구결과를 감안할 때 아예 1시간 이내로 제
한하는 것도 좋다고 주장했다. 또 부모 스스로가 TV시청을
줄여, 자녀들에게 모범이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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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자용 컴퓨터 합성 얼굴 Synface

United Kingdom

컴퓨터로 움직이는 얼굴의 영상을 합성하
는 S/W 제품이 청각장애자들의 전화 소통
에 큰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
국 BBC가 발표했다.
스웨덴 왕립연구소와 영국 런던대학 연구진은 합성 얼
굴을 의미하는 신페이스(Synface)라는 S/W를 공동으로 개
발해 청각 장애자 40명을 대상으로 시험한 결과, 이전보다
전화 대화가 훨씬 수월해졌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사용자가 Synface가 설치된 컴퓨터에 전화기를 연결하
면, 모니터에 나타난 합성 얼굴의 입술모양이 전화를 받는
상대방이 사용하는 말에 따라 달라진다. Synface 사용자는
상대방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동시에 합성 얼굴의 입술을
보게 됨으로써 의사소통에 도움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Synface는 현재 출시되고 있는 비디오 전화와는 달리 상
대방은 자신의 전화를 컴퓨터에 연결하지 않아도 되기 때
문에 불편함이 적다는 장점 또한 갖고 있다.
청각장애자 Robin Zackheim씨는 이번 실험에 참가하고
난 후“Synface 제품은 정말 기발한 제품이다. 나의 경우,
전화를 할 때마다 몇 번씩 상대방에서 무슨 말인지 되묻곤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 예전에
상대방의 말을 40% 정도 이해했다면 Synface를 사용한 뒤
엔 90%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다. 또 사용방법이 아주 간
단해 컴퓨터를 잘 몰라도 쉽게 사용할 수 있었다.”라고 말
했다.
스웨덴 왕립 연구소에 따르면 Synface 제품의 효능 시험
은 2004년 말에 종료되며, 정식제품은 5년 이내에 출시 될
예정이라고 한다. 관련 전문가들은 Synface가 청각장애자
뿐만 아니라 소음이 심한 장소에서 원활한 통신을 하기 위
한 목적으로도 사용될 수 있을 것이며, 이 기술은 또한 이
동전화 및 미래 통신장치에도 접목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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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day

풍차의 나라 덴마크, 해상 풍력단지 개발

Denmark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풍력단지 두 곳을
개척한 바 있는 풍력 발전의 선두주자 덴마
크가 새롭게‘해상 풍력 터빈 시설’개발
을 시도하고 있다.
최근 덴마크 정부는 화석에너지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2009년까지 400MW 용량의 해상 발전단지 두 곳을 추가 건
설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세계 대부분의 풍력발
전소가 육지에 세워졌던 것에 비하면 매우 획기적인 결정
이다.
덴마크 에너지 시장분석청은 바다의 풍력을 개발하는
것이 풍력에너지 전체를 크게 신장시킬 것이라고 평가했
다. 특히 유럽연안과 발트해, 북해는 100,000MW 용량의 풍
력 발전소를 세울 수 있는 잠재력이 있으며, 이는 유럽 땅
에 세워진 총 풍력 시설 용량의 4배에 달한다고 말했다.
풍력발전의 효시인 풍차가 나라의 상징일 정도로 덴마
크는 풍력발전에 관한 한 독보적인 존재다. 1891년, 기상학
자이자 공기역학의 개척자인 Poul La Cour(1846-1908)가 풍
차를 이용한 전기 생산에 성공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는
총 전력 소비량의 21.1%를 풍력으로 충당하고 있다. 세계
적으로 풍력에너지 소비량이 전체 에너지의 0.5%에 불과한
것에 비하면 실로 엄청난 양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덴마크가 풍력에너지를 본격적으로 개발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30여년전의 일이다. 70년대 말, 두 차례
에 걸친 석유파동을 겪으면서 덴마크 정부는 당시까지 국
가 총 에너지 소비의 90%를 차지하던 석유 의존도를 대폭
적으로 낮추기 위해 대체에너지 개발에 매진하기로 결정,
풍력발전소 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하기 시작했다.
80년대 들어서 풍력에너지에 관한 높은 기술력을 보유
하게 되자 덴마크는 점차 영역을 확대 했고 2003년 현재,
세계 풍력 시장의 40~50%(2003년 총 8,300MW 중
3,200MW)를 점유하는 확고부동한 우위를 차지하게 됐다.
2003년말까지 건설된 전 세계 풍력발전소 역시, 절반 가까
운 45%가 덴마크에 의해 공급된 것이다.
2009년 완공될 해상 풍력단지의 개발로, 이제 덴마크는
육지뿐 아니라 바다의 풍력까지 활용하는 더욱 거대한 풍
력에너지 대국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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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 많이 마시면 날씬하다?

America

미국 하와이 대학 연구진은 충분한 양의
유제품을 섭취한 소녀들이 유제품 섭취량
이 적은 소녀들보다 훨씬 날씬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하와이에 거주하는 9세에서 14세 사이 소녀 323명을 대
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유제품을 통한 칼슘 섭취량이
많은 소녀들이 그렇지 않은 소녀들보다 체중이 적게 나갔
으며 특히, 허리부분의 지방량이 훨씬 적은 것으로 나타났
다는 것이다. 또, 이런 현상은 연구대상의 47%를 차지했던
아시아계 소녀들에게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연구진
은 밝혔다.
그러나 유제품 이외의 식품에서 섭취한 칼슘은 체중과
복부 지방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았기 때문에 연구진은
유제품에 함유된 칼슘 이외의 영양성분들이 체중 균형 유
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에, 체중과 탄산소다수 섭취량은 비례했는데, 연구
진은 1960년대 이후 미국의 아동들이 탄산음료와 설탕 함
량이 높은 주스를 많이 마시면서 동시에 우유 섭취량을 줄
인 것이, 현재 미국의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아동들의 비
만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우유와 탄산음료의 대사 속도 차이도 비만에 영향을 끼
치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유의 경우, 단백질과 지방을 포함
해 여러 가지 종류의 영양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대사
속도가 비교적 느리지만 탄산음료는 빠르게 대사되는 설탕
만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 즉시 혈당을 상승시키고,
그것이 곧 비만을 초래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과들을 토대로, 연구진들은 우유대신 탄산음
료를 섭취하는 것은 곧 체중 증가를 위해 노력하는 것과
같다는 결론을 내렸다.
제공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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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인증
지문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기본 형태가 변하지 않고 상처 발생시에도 금방 기
존 형태로 재생되어 오래전부터 우리나라나 동양 문화권에서 도장대신 사용되어 왔
다. 지문 외에도 최근에는 본인 확인을 위해 홍채, 얼굴, 혈액, 유전자 등의 생체 데
이터를 사용한 바이오 인증 기술이 사용되고 있다. 바이오 인증이란 이런 생체 데
이터를 출입 통제, 빌딩 통합시스템, 은행자동화, 보안 분야, 전자상거래 등에 이용
하는 것으로써, 생체 알고리즘과 암호 알고리즘을 결합하여 본인 판단의 기준이 되
는 개인별 생체 데이터를 추출하고, 그 데이터를 암호화하여 저장한 다음, 인터넷
상에서 해킹 등을 방지하기 위한 당사자만의 독자적인 암호화 전송 기술을 접목하
여 전송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바이오 인증은 국내외 각종 표준 암호기술
(SEED, DES, RSA, 디지털 서명)과 복합/다단계 인증을 가능하게 해 주고 있다.

바이오 여권
최근 기존의 여권을 대체할 수 있는 바이오 여권이 각광받고 있다. 바이오 여권
은 홍채, 지문, 음성, 얼굴 등 개인의 다양한 신체적 특징을 이용해 신원을 확인하
거나 범죄자를 가려내는 생체인식 기술을 이용한다. 이 기술은 처음에는 정보 당국
에서 비밀 보장을 위해 개발, 사용했으나 비용이 낮아지고 정확도가 높아짐에 따라
일반 기업으로도 이용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특히, 홍채인식 기술은 국제민간항
공기구(ICAO)가 규정한 바이오 여권이나 비자 사용 권고안에 폭넓게 활용될 전망
이며, ICAO는 가까운 시일 내에 이것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국 정부는 2002년 5월‘국경 보안 강화 및 비자 개혁법’
을 제정, 2004년 10월
26일부터 비자 협정국 국민은 입국 비자에, 비자 면제 협정을 체결한 29개국 국민
은 여권에 생체 정보를 포함시킬 것을 의무화했다. 한편, 미국방고등연구계획청
(DARPA)은 사람이 걸을 때 다리, 무릎관절, 팔 등 신체 일부분이 반복적으로 일
정한 패턴을 나타낸다는 점에 착안, 캠코더 등으로 이를 담은 후 컴퓨터로 분석하
는 걸음걸이 인식시스템을 MIT, 조지아 공대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이다.

32 _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16호 | 2004. 10

바이오 텍스트 마이닝
생물학 관련 분야의 논문이나 지식베이스 등 텍스트로부터 유용한 정보를 추출
해 내는 것을 바이오 텍스트 마이닝이라고 한다. 즉, 사용자들이 방대한 바이오 정
보 중에서 자신이 원하는 것만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기본적
인 정보검색 기술에 바이오 정보추출 기술을 결합해 적용하는 것이 바로 바이오 텍
스트 마이닝이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유전자ㆍ단백질의 위치와 구조 예측 등 생명정보학 분야의
사전분석 작업이 용이해지며, 축적된 바이오 정보들을 개념적으로 연결시켜 새로운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다. 또, 수많은 바이오 문헌에 바이오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유전자ㆍ단백질간의 상호관계, 각종 질병의 증상 및 이들의 관계 등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각종 현상을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가상 세포
생물학적 시스템과 같은 복잡한 시스템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성 요소뿐만 아
니라 이들 상호간의 작용을 이해해야 한다. 생리경로의 정적 또는 국부적 네트워크
가 아니라, 실시간으로 살아 움직이는 전체적인 동적 네트워크를 알아야 하는 것이다.
최근 몇 가지 시도가 이러한 동적 네트워크를 통한 생명현상 연구에 큰 돌파구를
열어 주었다. 이 중 하나가 가상세포(virtual cell)에 관한 연구다. 예를 들어, 생명
체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특정한 대사 물질이 변경 또는 결핍되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는 등의 무수히 많은 질문을 직접 시뮬레이션해 보고
그를 통한 해답을 얻고자 하는 것이 가상세포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다.
최근 일본 게이오 대학은 e-cell(www.e-cell.org)이라는 가상세포를 개발하
였다. e-cell은 우선 최소 생물체의 실제 시험관 실험을 설계하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유전 공학적인 작업을 컴퓨터상에서 수행 하는데도 사용될 것이다. 그
러나 아직까지 가상세포는 완전한 세포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했기 때문에 꾸준히
실제 세포내의 네트워크 특성을 반영 할 수 있도록 보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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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을 한방울도 흘리지 않고 티백을 버리는 법
녹차나 홍차를 티백으로 마실 때, 다 우려낸 티백을 꺼내다 바닥에 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경우가 많다. 이때 절대로 물을 흘리지 않고 티백을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티백을 들어올리기 직전 티백의 맨 아랫부분을 차의 표면에 약
2초간 담가두었다 꺼내면 된다. 이것은 표면장력의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물의 표면에 티
백의 아랫부분을 적시면 티백과 차의 경계에 표면장력이 작용해서 티백 속에 남아 있던 수
분이 물 쪽으로 흡수되고, 그 결과 물방울은 떨어지지 않게 되는 것이다.

# 과학자들 산업용 작물 생산 촉구
영국 과학자들은 원유 매장량이 점차 바닥을 드러냄에 따라 오일이나 플라스
틱 등 석유를 통해 생산되는 제품들을 농작물에서 얻을 수 있도록, 전 세계의
농부들이 산업용 작물을 재배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영국 존인스 식물연구센터(John Innes plant research center)의 Alison Smith는
플라스틱, 연료, 오일, 의약품, 절연체, 섬유, 직물 등 현재 원유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물건
들을 식물에서도 생산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기존 작물의 유전자 조작이 필요한 것도 아니
라고 말했다. 현재 식품으로 이용되는 식물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생산이 가능하며, 이런 식
품이야말로 미래의“녹색 공장(green factories)”
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그는 주장했다.

# 사랑을 고백할 땐 어떤 음식이 좋을까?
우리 몸에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화학물질이 존재하는데, 이 물질은 인체 내
의 신경전달물질(호르몬)을 이용해 흥분된 마음과 로맨틱한 감정을 만들어내
는 역할을 한다. 즉, 페닐에틸아민이 증가하면 사랑에 빠지는 감정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다. 페닐에틸아민은 음식으로 직접 섭취할 수는 없지만,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먹으면 그 속에 들어있는 페닐알라닌이라는 단백질이 몸속에서 페닐에틸아민으로 변하기 때
문에, 페닐에틸아민이 급증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때문에 페닐알라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
는 쇠고기, 돼지고기, 콩 등을 먹으면 사랑의 감정이 훨씬 쉽게 조성된다.

# 로봇 농부 개발
미국 일리노이 대학의 농학 관련 엔지니어들은 최근 몇 종류의 농사용 로봇을
개발했다. 150달러라는 비교적 저렴한 제작비용으로 만든 이 로봇들은 매우
자율적이기 때문에 옥수수가 심겨진 줄에 맞춰 스스로의 방향을 조절하거나
밭이 끝난 지점에서 다음 줄로 들어가는 등의 인공지능 동작을 할 수가 있다.
농부 로봇의 궁극적인 목표는 크고 값비싼 농사용 장비를 작고 저렴한 로봇으로 대체하는
데 있다.“몇 개의 소형 로봇이 개미처럼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들판에서 일을 한다면
굳이 500마력짜리 비싼 기계가 필요 없어진다”
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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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데이터 활용을 위한
국가 데이터노드(KBIF) 구축
글 _ 박형선, 안성수, 양진호, 권창혁·생명정보시스템응용실·seonpark, ssahn, spearjin, narrowpath@kisti.re.kr

1. 서론
최근에 컴퓨터가 널리 보급되고 정부의 정보화 사업이

들어 이를 따르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

진행되면서 자연사 박물관, 동물원, 식물원 등의 생물

다. 국내에서는 현재 KISTI에서 국내의 표본, 관찰 데

다양성데이터(표본, 관찰 데이터 등)가 데이터베이스로

이터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데이터 표준(스키마)을 연구

구축되고 웹을 통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지

하고 있다.

만 생물다양성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집중한 나

본 논문에서는 국외의 생물다양성데이터 표준과 데이터

머지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교환에 신경 쓰지 못한 점

교환 프로토콜에 대해 서술하고 이러한 데이터 표준과

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하여 같은 기관 또는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세계 여러 나라의 생물다양성데이

다른 기관의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려 할 경우 공통된

터를 자유롭고 범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데이터의 표준 형식,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이 없어 중

목적으로 하는 국제생물다양성정보기구(Global Biodi-

간단계의 임시 랩퍼(wrapper) 또는 계층(layer)을 구현

versity Information Facility, 이하 GBIF)의 활동에 대

해야 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데이터 시스템의 확장성과

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GBIF의 활동에 협력하면서

유용성 등의 문제가 있음이 지적되고 있다.

국가 데이터노드 구축을 통하여 국내의 생물다양성데이

이러한 생물다양성데이터의 효과적인 정보 공유와 용이

터를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한 데이터 교환을 위해 생물다양성에 관련한 여러 국제

자 한다.

기구에서는 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을 만

2. 생물다양성데이터 표준 및 데이터교환 프로토콜
2.1 DarwinCore 데이터 형식

적 분포 또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분류 군이 어떻게

자연사 소장 자료(natural history collection)와 관찰

변해왔는지 등을 알 수 있다.

데이터 수집물은 어느 특정 시공간에서의 한 개체의 자

많은 자연사 소장자료는 현재 부분적으로 디지털화 되

세한 관찰 내용을 포함하는 일련의 관찰 결과이다. 소

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고 있고 각 소장자료의 특성

장자료의 경우 한 개체를 현장에서 수집하여 영원히 보

에 맞게 데이터베이스 콘텐츠, 스키마, 구조 등이 결정

존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개체를 관찰할 수 있다. 수

된다. 그렇지만 수많은 소장 자료와 관찰 데이터의 내

집된 표본은 상황에 따라 표피, 골격, 현미경 슬라이드

용에는 일련의 공통성이 존재하고 이를 이용하여 생물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보존되어 각기 다른 데이터로 기

다양성데이터를 검색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할 수 있

록될 수 있다. 관찰 데이터 수집물은 어느 한 개체를

다. 이렇게 생물개체의 공통된 특성을 추출하여 생물다

수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지만 역시, 특정

양성데이터의 접근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만든 형식이

시공간에서 개체에 대한 관찰기록 목록이다. 두 가지

DarwinCore 데이터 형식이다.

경우 모두 분류학자 또는 관찰자는 관찰된 개체에 대해

DarwinCore 데이터 형식은 XML 스키마로 정의되고

정확한 분류학적 식별을 하고 이러한 데이터를 통하여

총 48개의 항목(Element) 중 5가지 항목은 필수이고

우리는 한 개체의 분류 군(taxa)에 대한 과거의 지정학

나머지 항목은 선택적이다. (<표 1>에서‘*’
가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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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수 항목이다.)
(참고: http://digir.net/schema/conceptual/darwin/2003/1.0/darwin2.xsd)
DateLastModified*

InstitutionCode*

CollectionCode*

CatalogNumber*

ScientificName*
Class
Species
YearIdentified
CollectorNumber
MonthCollected
ContinentOcean
Locality
BoundingBox
MaximumDepth
PreviousCatalogNumber

BasisOfRecord
Order
Subspecies
MonthIdentified
FieldNumber
DayCollected
Country
Longitude
MinimumElevation
Sex
RelationshipType

Kingdom
Family
ScientificNameAuthor
DayIdentified
Collector
JulianDay
StateProvince
Latitude
MaximumElevation
PreparationType
RelatedCatalogItem

Phylum
Genus
IdentifiedBy
TypeStatus
YearCollected
TimeOfDay
County
CoordinatePrecision
MinimumDepth
IndividualCount
Notes

<표 1> DarwinCore 항목

2.2 DiGIR(Distribute Generic Information
Retrieval) 프로토콜
DiGIR는 분산된 자원(XML 스키마를 따르는 생물다양
성데이터,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의 정보를 검색하
기 위한 클라이언트/서버 프로토콜로 HTTP상에서
XML 메시지를 주고 받는데 사용된다. DiGIR 프로토콜
은 CODATA(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의 실무그룹(Biological Collection Data)과
TDWG(Taxonomic Data Working Group)에서 정의하
였고 현재 DarwinCore 형식의 데이터를 교환할 때 사
용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제공된다. DiGIR
는 현재 오픈 소프로 PHP, Java로 개발되고 있으며
http://digir.sourceforge.net를 방문하면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다.
DiGIR 프로토콜에는 3가지의 메시지 타입이 존재한다.
* Metadata: 데이터 제공자(Data Provider)와 자원의
메타데이터 정보를 검색한다.

<request xmlns="http://digir.net/schema/protocol/2003/1.0"
xmlns:digir="http://digir.net/schema/protocol/2003/1.0"
xmlns:dwc="http://digir.net/schema/conceptual/darwin/2003/1.0"
…>
<header>
<version>1.0.0</version>
<sendTime>20040902T020148+0900</sendTime>
<source>150.183.235.157</source>
<destination>http://www.kbif.re.kr:7890/digir/DiGIR.php</destination>
<type>metadata</type>
</header>
</request>

<표 2> DarwinCore Metadata 요청

<?xml version="1.0" encoding="utf-8"?>
<response xmlns="http://digir.net/schema/protocol/2003/1.0">
<header>
<version>$Revision: 1.12 $</version>
<sendTime>02-09-2004 01:11:36+0900</sendTime>
<source>http://www.kbif.re.kr:7890/digir/DiGIR.php</source>
<destination>150.183.235.157</destination>
</header>
<content>
<metadata>
<provider>
<name>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KBIF)</name>
<accessPoint>http://www.kbif.re.kr:7890/digir/DiGIR.php</accessPoint>
<implementation>$Revision: 1.12 $</implementation>
<host>
<name>Korean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KBIF)</name>
<code>KBIF</code>
<relatedInformation>http://www.kbif.re.kr</relatedInformation>
<contact type="technical">
<name>Sungsoo Ahn</name>
…
</contact>
<abstract>KBIF Participant Node</abstract>
</host>
<resource>
<name>The Korean Freshwater Fish</name>
<code>infish</code>
<relatedInformation>http://ruby.kisti.re.kr/~infish/fish_eng/</relatedInformation>
…
</resource>
</content> …
</response>

<표 3> DarwinCore Metadata 응답

* Inventory: 하나의 개념과 관련된 일련의 값을 검색
한다.
* Search: 검색 기준에 따라 표본 및 관찰 레코드를 검
색한다.
<표2>, <표3>은 데이터 제공자의 Metadata의 요청
(request)과 응답(response) 메시지의 예를 표시하고
<표4> Inventory 요청, <표5>는 Search 요청 메시지
의 예이다.

<request xmlns="http://digir.net/schema/protocol/2003/1.0"
…>
<header>
…
<type>inventory</type>
</header>
<inventory>
<dwc:ScientificName/>
<count>true</count>
</inventory>
</request>

<표 4> DarwinCore Inventory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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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est xmlns="http://digir.net/schema/protocol/2003/1.0"
…>
<header>
…
<source>150.183.235.157</source>
<destination resource="infish">http://www.kbif.re.kr:7890/digir/DiGIR.php</destination>
<type>search</type>
</header>
<search>
<filter>
<equals>
<darwin:ScientificName>Abbottina springeri (BANARESCU and NALBANT, 1973)
</darwin:ScientificName>
</equals>
</filter>
<records limit="5000" start="0">
<structure
schemaLocation="http://digir.sourceforge.net/schema/conceptual/darwin/full/2003/1.0/darwin2full
.xsd"/>
</records>
<count>true</count>
</search>
</request>

<표 5> DarwinCore Search 요청

2.3 ABCD (Access to Biological Collection Data)
데이터 형식
DarwinCore는 분산된 생물다양성데이터 제공자의 데
이터를 통합할 수 있도록 여러 프로젝트에 효과적인 기
반을 제공하였지만 DarwinCore에서 현재 제공하고 있
는 항목은 동물학 데이터에 편중된 특징이 있어 박테리
아, 균류, 식물, 원핵 생물, 바이러스 등의 데이터의 범

Biological Collection Access Service for Europe) 네
트워크에서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 사용되고 있다. 700
여 개의 항목을 가지고 있는 버전 1.49는 TDWG에 표
준초안(Draft Standard)으로 제출되어 스키마에 대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xml version="1.0" encoding="UTF-8"?>
<!--Sample XML file generated by XMLSPY v2004 rel. 2 U (http://www.xmlspy.com)-->
<DataSets xmlns="http://www.tdwg.org/schemas/abcd/1.2"
xmlns:sea="http://www.bgbm.org/biodivinf/Schema/sea"
xmlns:xsi="http://www.w3.org/2001/XMLSchema-instance"
xsi:schemaLocation="http://www.tdwg.org/schemas/abcd/1.2
C:\Software\BioCASE\ABCD-1.20.xsd">
<DataSet>
<OriginalSource>
<SourceInstitutionCode>KISTI<SourceInstitutionCode/>
<SourceName>freshwater fish<SourceName/>
<SourceLastUpdatedDate>2004-09-01<SourceLastUpdatedDate/>
</OriginalSource>
<DatasetDerivations>
<DatasetDerivation>
<DateSupplied>2004-09-13<DateSupplied/>
<Supplier/>
</DatasetDerivation>
</DatasetDerivations>
<Units>
<Unit>
<UnitID>fish_1<UnitID/>
</Unit>
</Units>
</DataSet>
</DataSets>

<표 6> ABCD 스키마를 따르는 XML 문서

위를 포함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TDWG에서 2000년부터

2.4 BioCASE(A Biological Collection Access
Service for Europe) 프로토콜

ABCD 스키마가 개발되고 있고 광범위한 관련 프로젝

BioCASE 프로젝트는 유럽위원회(the European

트에서 호평을 받아 새로운 데이터 표준으로 자리 매김

Commission)의 지원을 받아 2001년 11월에 시작된 프

하고 있는 상태이다.

로젝트이다. 프로젝트의 목적은 유럽의 생물다양성 소

(참고:http://bgbm3.bgbm.fu-berlin.de/TDWG/CODA-

장자료에 대하여 연구자들에게 웹 기반 정보서비스를

TA/Schema/default.htm)

제공하고 구현하는 것이다. 현재 유럽의 30개국과 이스
라엘의 3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고 각 기관은 생물다

ABCE 스키마는 크게 OriginalSource, DatasetDeriva-

양성데이터에 대한 국가 노드(데이터 제공자)의 역할을

tions, Units 항목으로 구분되고 버전 1.2는 총 371 개

하면서 데이터 수집과 공유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 항목을 가지고 있다. 이 스키마는 DarwinCore보다
복잡하고 계층적이지만 필수 항목은 SourceInstitu-

BioCASE 프로토콜은 BioCASE 프로젝트에 사용된 것

tionCode, SourceName, SourceLastUpdatedDate,

으로 데이터베이스 대한 질의와 응답 방법 등을 정의하

DateSupplied, UnitID 5가지이고 그 외의 항목은 선택

고 데이터 교환 형식으로는 ABCD 스키마를 사용하고

적이다.

있다. BioCASE 프로토콜은 DiGIR 프로토콜에 기반하
고 있지만 자체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어 DiGIR와 호환

다음은 ABCD 스키마를 따르는 XML 문서의 예이다.

되지는 않는다.

현재 ABCD 스키마 버전 1.2는 GBIF와 BioCA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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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BioCASE 구성도

다음 <그림 1>은 BioCASE 프로토콜의 역할과 이것을
이용하는 주요 소프트웨어간에 상호작용을 나타내고
있다. BioCASE 프로토콜은 현재 3개의 요청(request)
방법을 정의하고 있다.
* search: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방법을 정의하고
실제적으로는 SQL SELECT 문을 XML형식으로 변환
한다.
* scan: xpath로 참조되는 하나의 개념에 대한 요청으
로 SQL에서 SELECT DISTINCT문을 나타낸다.
* capabilities: 데이터 제공자의 데이터베이스에 어떠

<request>
<header>
...
<type>search</type>
</header>
<search>
<requestFormat>http://www.tdwg.org/schemas/abcd/1.2</requestFormat>
<responseFormat start="0"
limit="50">http://www.tdwg.org/schemas/abcd/1.2</responseFormat>
<filter>
<like path="/DataSets/DataSet/Units/Unit/Identifications/Identification/
TaxonIdentified/NameAuthorYearString">Ast*</like>
</filter>
<count>false</count>
</search>
</request>

<표 7> BioCASE search 요청
<header>
...
<type>scan</type>
</header>
<scan>
<requestFormat>http://www.tdwg.org/schemas/abcd/1.2</requestFormat>
<concept>/DataSets/DataSet/Units/Unit/Identifications/Identification/
TaxonIdentified/ScientificNameAtomized/Botanical/Genus</concept>
</scan>

<표 8> BioCASE scan 요청

한 개념들이 정의되어 있는지 요청하는 것이다.
아래 <표7>, <표8>, <표9>는 search, scan, capabilities
의 예를 나타낸다.

<request>
<header>
...
<type>capabilities</type>
</header>
</request>

<표 9> BioCASE scan 요청

3. GBIF의 활동
GBIF(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 환경 내에서 자국의 데이터교환을 위한 IT 기술

http://www.gbif.org)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생물 개체

적 인프라의 제공과 데이터의 등록, 노드의 발굴 등과

(organisms)에 대한 1차 정보를 웹을 통하여 제공하고

같은 국가적 의무를 갖게 되었고 또한 등록된 해외의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 네트워크를 개발하여 세계의 생

고급정보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정책결정에 권한을 행사

물다양성데이터가 자유롭고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하

할 수 있는 국가적 권한을 갖게 되었다.

는 것을 목적으로 OECD에서 인준하여 1999년 설립되

GBIF 생물다양성데이터 네트워크는 크게 GBIF 포털,

었다. 현재 투표권을 가진 25개의 국가와 투표권을 갖

국가거점노드(Participant Node), 데이터 노드(Data

지 않는 16개의 준회원국, 경제단체, 생물다양성 관련

Node)로 구성되고 각 노드의 역할은 <그림 2>와 같다.

국제기구가 참여하여 활동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2001

현재 한국에서는 국가거점노드의 역할을 IT 기술적 인

년 5월 과학기술부를 중심으로 MOU에 승인하게 됨에

프라를 갖춘 KISTI에서 수행하고 있다.

따라 투표회원국으로 참여 하게 되었고, 이에 따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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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BIF 네트워크 조정
2. 등록
GBIF
3. 색인
REGISTRY,
4. 표준
Index, and
5. 도구
Portal
6. 안정된 사용자
접근지점

GBIF를 통하여 공유하고 등록할 때 DarwinCore/DiGIR
소프트웨어 패키지가 먼저 안정화되어 사용될 수 있었
1. 데이터제공자의 참여 촉진
2. 데이터노드 발굴, 승인 및
품질 인준
3. 데이터노드 등록 관리
4. 자국어 인터페이스

기 때문이었다. 당시에 ABCD/BioCASE 소프트웨어 패
키지는 안정화 단계로 가기 위한 베타 테스트 과정에
있었다.
그렇지만 GBIF에서는 앞으로 표본 및 관찰 데이터에

1. 메타데이터
2. 데이터

대해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는 ABCD 스키마를 데이
GBIF
REGISTRY,
Index, and
Portal

GBIF
REGISTRY,
Index, and
Portal

<그림 2> GBIF 노드 구성도

GBIF 데이터 네트워크 아키텍쳐는 XML, SOAP(DiGIR,
BioCASE), WSDL, UDDI 등의 스택을 가지는 웹 서비
시스(Web Services) 모델을 지향하고 있다. 웹 서비시
스는 분산되고 이질적인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할 때
XML 문서를 교환하기 때문에 노드별로 분리된 기술
적용, 다국어 지원 등의 장점이 있다.

터 교환 표준으로 사용하고 기존의 DarwinCore/DiGIR
프로토콜을 랩퍼(wrapper)를 통하여 ABCD 스키마 형
식에 맞게 관련 데이터를 변환하여 서비스 하려는 정책
을 가지고 있으며 이와 같은 작업은 GBIF 사무국을 중
심으로 여러 위원회의 활동과 실무 프로그램(Work
Program)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GBIF와 연
계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서비스할 기관 등은 기존의 생
물다양성데이터를 변환하거나 새로이 만들 때
DarwinCore보다는 ABCD 스키마에 중점을 두어 참고
하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GBIF는 위에서 설명한 DarwinCore/DiGIR, ABCD/
BioCASE의 표준 활동과 소프트웨어 패키지 개발에 참
여하고 있으며 데이터 노드에 관련 소프트웨어 패키지
를 웹을 통하여 보급하고 데이터 제공자 소프트웨어 설
치, 사용방법 등에 대한 기술교육 워크샵 등을 실시하
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전 세계 생물다양성데이터를 검색
할 수 있는 데이터 포털(http://www.gbif.net)이 2004
년 3월에 개설되었고 현재 76개 데이터 제공자의 약
3,800만 건의 데이터가 서비스되고 있다(<그림 3> 참고).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76개 데이터노드 중에 62개가
DarwinCore/DiGIR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14개가
ABCD/BioCASE를 사용하고 있다. 이것은 2003년 하반
기에 여러 나라의 데이터 노드가 자국의 데이터를

<그림 3> GBIF Data Portal

4. 국내 데이터 노드 구축
현재 국내에는 여러 종류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가

목원, 국립중앙과학관, 대학 박물관 등 많은 기관에서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고 앞으로 박물관, 과학관 등의

특색에 맞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현재 국내

데이터가 디지털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에 생물다양성데이터 교환 표준과 프로토콜이 없어 국

KISTI에서는 2002년 19개의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

내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것

(http://biodiversity.kisti.re.kr)를 구축하여 웹을 통하여

은 쉽지 않은 일이다.

서비스하고 있고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국립수

그렇지만 앞 절에서 살펴본 GBIF의 활동에서 보았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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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다양한 생물다양성 데이터베이스를 네트워크로

네트워크에 KISTI 2개(어류 데이터베이스, 생물다양성

연결할 수 있게 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데이터 저장소), 생명공학연구원 생물자원센터 1개(균

GBIF의 생물 다양성 데이터 네트워크 구축에 참여하면

주 데이터베이스) 등 총 3개의 데이터 제공자가 등록된

서 관련 데이터 표준과 프로토콜을 국내 실정에 맞게

상황이다.

적용하는 것이다. 국내의 여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참고: <그림 4> KISTI 담수어류 데이터 제공자)

데이터를 DiGIR 또는 BioCASE 소프트웨어 패키지를

현재 선진 외국과 국내의 생물다양성정보 기술격차는

이용하여 서비스하고 메타데이터를 GBIF 레지스트리

5년여 정도 격차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내의 생물

(Registry)에 등록하면 자연스럽게 국내의 생물다양성

다양성정보 인프라와 국내 데이터 제공자가 구축되고

데이터만을 검색하고 서비스하는 한국의 데이터 네트워

생물다양성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의 인식이 확산되면

크, 데이터 포털이 만들어 질 수 있다.

조만간 국제 사회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관련 분야

국내 생물다양성데이터 네트워크가 구축되면 이것을 이

를 선도해 나갈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용하여 생물 종의 분포 지도, 유해 해충 및 가금류의
유입 등을 차단하는 응용 프로그램, 환경 보호 시스템
그리고 희귀 생물 종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 등 2
차, 3차 부가가치 프로그램 및 새로운 서비스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KISTI는 현재 GBIF의 한국의 국가거점노드 역할을 수
행하고 있다. 또한, KBIF(http://www.kbif.re.kr) 웹사
이트를 구축 운영하면서 국내의 잠재 생물다양성데이터
제공자(정부 유관기관, 대학 및 사설 박물관 등)에게
GBIF의 동향을 알리고 표준 데이터 형식, 소프트웨어
도구(DarwinCore/DiGIR Package, ABCD/BioCASE,
DataRepository Tools)의 보급과 관련 교육을 실시하
는 등 국내 데이터 네트워크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로 2004년 국내에서 GBIF의 데이터

<그림 4> KBIF 담수어류 데이터 제공자

5. 결론
지금까지 미국과 유럽 등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

다. 방대한 생물다양성 지식이 이용되지 못하고 있는

는 생물다양성데이터 표준(DarwinCore, ABCD 스키마)

시점에서 데이터가 가치 있는 정보로 빛을 발하기 위해

과 데이터 교환 프로토콜(DiGIR, BioCASE), 그리고 전

서는 디지털화되어 공유되고 실물과 연계되어 사용되어

세계의 생물다양성데이터를 인터넷을 통하여 자유롭게

져야 한다. 전 세계의 생물다양성데이터를 공유하고 활

널리 이용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과 소프트웨어 개발

용하려는 움직임이 GBIF를 중심으로, 국내에서는

등에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GBIF에 대해 알아보았

KISTI를 중심으로 지금 활발하게 시작되고 있다. 국내

다. 또한 GBIF의 활동에 참여하면서 국내의 생물다양

에서도 생물다양성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정부의 유관

성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

기관, 대학 및 사설 박물관, 개인 소장자 등 관련자들이

았다.

데이터를 널리 활용하려는 자구적 프로젝트에 세심한

국내외 자연사 박물관에는 20~30억 건 이상의 표본이

관심을 가지고, 국내의 생물다양성 연구 분야의 지속적

존재할 것으로 추측되고, 생물 분류학자에 의한 지속적

발전을 통한 국가적 차원의 생물 자원 주권 확립에 적

인 생물 종의 발굴과 관련 연구에 따른 생물 종의 데이

극적으로 동참하는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터, 관련 그림, 노트 등이 관찰자에 의해 기록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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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기반 단백질 서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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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입
게놈(genome)이란 유전자를 의미하는‘gene’
이란 단

토대로 3만여 개로 추정되는 기능 유전자가 어떠한 단

어와 염색체라는 뜻의‘chromosome’
이란 단어를 합성

백질을 만들어 내는지를 연구하여 이를 바탕으로 난치

한 신생어로 생명체의 모든 DNA를 일컫는 말이다.

병과 불치병 그리고 장수의 비밀을 밝혀내게 될 것이

DNA란 유전정보를 담고 있는 물질로 모든 생명 현상

다. 또한 개인, 인종, 생물 간의 게놈 정보를 비교하여

을 조절하는 중심추 역할을 수행한다. DNA는 아데닌

염기 구조의 차이점을 밝히는 비교 유전자의 연구를 통

(Adenine), 티민(Thymine), 시토신(Cytosine), 구아닌

하여 어떠한 염기 구조의 차이가 개인 간, 인종 간 형

(Guanine) 등 네 종류의 염기들로 구성되어 있고 이들

질의 차이를 야기하는지를 알아내어 특정 염기 구조의

의 배열 순서에 따라 인종, 체형, 성격, 특정 질병에 걸

차이가 질병 발생의 요인이 되는지, 유전자의 특정 부

릴 요인 등 모든 유전형질이 결정된다. 인간의 DNA는

위 돌연변이가 어떠한 기전으로 유전 질환의 발생을 야

35억여 개의 염기로 구성되어 있고 이를 신문으로 인

기하는지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쇄할 경우 15만여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이 된다.
인간게놈 프로젝트는 세포 속에 존재하는 35억 개의

단백질과 DNA의 서열 해독이 늘어남에 따라, 새로이

DNA 염기들이 어떤 순서로 배열되어 있는 지를 모두

밝혀진 서열과 유사하거나 상동성이 높은 서열을 기존

밝혀내고자 하는 국제 프로젝트로 10년여 간에 걸쳐

의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해 내는 일의 중요성이 부각

약 30억 달러가 투입되어 6개국 1000여 명의 연구진들

되고 있다. 서열 사이의 상동성을 찾아내는 일은 단백

이 참여해 인간의 DNA 염기서열을 밝혀냈다. 게놈 프

질이나 DNA의 기능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가 되기도

로젝트의 의미는 쉽게 비유하면 생명현상의 비밀을 닮

한다. (여기서 서열의 상동성이 매우 높다면, 그 기능도

고 있는 책을 해독하기 위한 첫 단계로 한글의 자모의

유사할 것이라는 가정이 내포되어 있다.) 현재 많이 사

배열을 알아냈다고 생각하면 된다.

용되는 유전자 및 단백질 서열에 대한 검색시스템은 질

생명체의 내부에서는 단순히 염기 서열만으로는 어떠한

의 서열과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각각의 서열 간의 부분

작용도 발생하지 않는다. 기능을 할 수 있는 유전자들

정렬 점수(local alignment score)를 계산하여 이 점수

이 모여서 단백질을 형성해야만 가능하다. 이런 단백질

를 기준으로 결과를 보여준다. 이런 소모적인 검색 방

을 만들 수 있는 인간의 기능 유전자는 3만여 개 정도

법의 시간 복잡도는 질의어와 검색 대상이 되는 데이터

로 추정된다. 이는 전체 30억여 개의 염기 중 약 3%

베이스 서열의 총 개수 뿐만아니라 각각 서열의 길이에

정도에 불과하며 나머지 97%가 왜 존재하는지는 아직

도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계산량이 매우 커지게 된다.

밝혀지지 않았다. 추정되는 3만여 개의 기능 유전자 중

따라서 사용자가 인내할 수 있는 시간 내에 검색 결과

그 기능이 밝혀진 유전자는 9000개에 불과하다. 또한

를 보여줄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 우리는 단

DNA 염기 구성은 개인별, 인종별로 특징적인 차이를

백질 서열 분석에 있어서 생물학적 접근 방법이 아닌

보이는데 이를 단기 염기 다형성(SNP: Single Nucleotide

IT 기반의 접근 방법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Polymorphism) 이라고 부른다. 완성된 유전자 지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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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백질 분석 사이트
단백질 서열의 분석은 검색하고자 하는 질의 서열과 데

을 가지는 대각선을 그린다. 각 대각선을 연결하는 것

이터베이스에 있는 각각의 서열 간의 유사도 측정에서

으로 유사성이 높은 서열을 찾아내게 된다. 현재

부터 시작된다.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두 서열의 1:1

FASTA는 European Bioinformaitcs Institute에서

정렬(pairwise alignment)로 상동성을 적용하는 범위에

http://www.ebi.ac.uk/fasta33으로 웹 서비스되고

따라 부분 정렬(local alignment)과 전체 정렬(global

있다.

alignment)을 사용하게 된다. 상동성은 생물학적으로
진화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인데, 서열 정렬

‘단어’단위 검색 방법의 보다 발전된 형태가 1990년

에서 구할 수 있는 상동성은 정렬 계산의 결과인 상동

에 Karlin과 Altschul가 발표한 BLAST(Basic Local

성 값으로 표현된다. 각 알고리즘은 스코링 매트릭스

Alignment Search Tool)로 현재 단백질과 아미노산

(scoring matrix)와 갭비용(gap cost)의 파라메터를 사

서열 검색에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BLAST는 부분

용하는데, 스코링 매트릭스는 모든 아미노산 쌍과 염기

정렬(local alignment)에 중점을 두기 때문에 속도도

쌍에 대해서 생물학적인 모델과 통계적인 방법에 근거

FASTA에 비해서 빠른 편이다. BLAST는 현재

하여 연관성 정도를 수치로 표현한 것이고, 갭은 진화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

상의 삭제나 삽입에 해당하는데, 정렬에서 한 서열에서

tion)에서 http://www.ncbi.nlm.nih.gov/BLAST/ 웹

생략되어 있거나 다른 서열에서 추가되어 있는 부분을

서비스되고 있다.

나타내는 것이다. 정렬 알고리즘에서는 아미노산 쌍이

이 외에도 기존에 밝혀진 단백질의 패밀리, 도메인, 기능적

나 염기쌍에 대해 일정한 값을 주듯이, 이들 갭이 발생

인 위치 정보들을 가진 데이터베이스들을 대상으로 서열

하는 경우에도 일정한 값을 주어 적절한 형태의 정렬이

검색을 지원해주는 InterPro(http://www.ebi.ac.uk/inter-

구해지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스코링 매트릭

pro/) 등이 있다.

스는 PAM 시리즈나 BLOSUM 시리즈가 있다. PAM은
1969년 M. Dayhoff 가 고안한 것으로 생물의 계통 관
계 분석을 통하여 발표된 것이고, BLOSUM은 1992년
S. Henikoff가 고안한 것으로 BLAST 등에서 기본값으
로 채용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초창기에 고안된 단백질 서열의 분석 및 검색 방법으
로는 FASTA 알고리즘이 유명하다. <그림 1>에서처럼
FASTA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모든 서열과 점 행렬
(점 행렬: 두 서열을 가로와 세로로 놓고 일치하는 곳
에 점을 찍으면 동일한 서열의 경우 대각선으로 선이
그려지게 된다)을 그리지 않고‘단어’를 기반으로 하
여 점 행렬 기법을 사용한다. 입력 서열에서 한 개 혹
은 두 개의 단백질 서열로 이루어진‘단어’들의 조합
을 만든 후 데이터베이스의 임의의 한 서열에서 각 단
어들과 일치하는 단어를 찾아내어 각각의 단어들을 연
결하는 대각선을 만들어 각 부분들의 값을 스코링 매
트릭스를 이용하여 재계산한다. 가장 큰 값을 가진 부
분을‘단위’로 하여 이 부분을 확장하면서 가장 큰 값

<그림 1> FASTA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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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T 기반의 단백질 서열 분석
전산학 분야에서,“정보 검색”시스템은 대용량의 문서

서열 간 유사성의 측정은 기존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부

데이터베이스를 대상으로 하는 효율적이고 적합한 검색

분 정렬 점수를 사용하지 않고, 정보 검색 분야에서 질

방법론으로 인정받아 왔으며 원문(full-text) 색인 시스

의어와 대상 문서의 유사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델들 중

템과 인터넷 정보 검색 분야에 성공적으로 적용되었다.

벡터 공간 모델을 사용한다.

반면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검색 도구들은 생물 서열
데이터베이스에서 질의 서열과 가장 유사한 서열들을

단백질 서열 분석 시스템을 만들기에 앞서서 단백질 서

찾아내는 것이 목표이다. 서열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

열과 관련 정보를 담고 있는 사용이 빈번한 데이터베이

서열을 찾는 것과 문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유사한 문서

스로부터 통합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조지타운 대학의

를 찾아내는 것은 그 개념과 방법론에서 보면 매우 유

PIR-NREF 단백질 서열 데이터를 기본으로 하여 각 단

사한 작업이 될 수 있고, 실제로 CAFE 시스템의 예에

백질의 패밀리 정보는 iProClass, INTERPRO,

서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생물학적 서열을 DNA

BLOCKS, PRINTS, PFAM, METAFAM, COG 등의 단

염기나 아미노산 부호로 쓰여진 문서로 간주하고, 알맞

백질 관련 데이터베이스에서 추출하고 세포내 위치 정

은 색인 방법을 사용하면, 정보검색 방법론을 생물학적

보는 SwissProt에서 추출하여 통합 데이터를 만들었다.

데이터베이스의 검색 방법에 적용할 수 있다. KISTI 바

PIR-NREF에서 제공하는 단백질 서열 데이터는 2004

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는 N-gram 방법론을 기반으로

년 8월 30일자로 178만 여건 중 단백질의 세포 내의

하는 단백질 서열의 색인 기법을 제시하고, 이 방법론

위치 정보를 제공해주는 SwissProt의 경우는 15만 여

을 이용하여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의 검색을 수행

건 정도이다.

하는 시스템을 구현하였다.

이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통합 데이터로 KISTI에서 개

서양어와 같은 문서는 단어나 어구로 구성되는데, 일반

발된 KRISTAL-2002 정보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검색

적으로 공백(띄어쓰기)에 의해 구분이 가능하다. 이런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기본 검색 화면은 <그림 2>에서

특성을 이용하여, 정보 검색 시스템에서는 일반적으로

보듯이 단백질 서열의 검색과 서열 외의 정보를 검색할

문서에서 각 단어 또는 어구를 추출하여 역파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inverted file)에 저장한다. 그러나 DNA나 단백질 서열

단백질 서열 분석 사이트인 ProSeS(Protein Sequence

과 같은 생물학적인 서열은 공백이 없는 문자열이며,

Search)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를 서양어의 단어나 어구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단위
로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상황에
맞는 경험적인 색인 방법이 몇 가지 있는데, 이 중 하
나가 n-gram 토큰 방법론이다. N-gram을 이용한 색
인 방법론은 단어의 경계가 없거나 모호한 중국어 문서
에 잘 적용된다. 즉, 생물학적인 서열은 어구의 경계가
없는 문서로 볼 수 있고, 이런 문서의 색인에 잘 적용
되는 n-gram 색인 기법을 여기에 적용하는 것이 가능
하다. N-gram은 k-tuple이나 w-mer 등의 다른 용어
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서열 안의 일정한 간격

<그림 2> 단백질 서열 분석(ProSeS) 사이트

을 의미하며, 이 간격은 길이가 n으로 고정된 부분 문
자열로 겹치게 된다. 예를 들어 ACEPITCH의 단백질

1. 단백질 유사 서열 검색 질의 서열에 대해서 데이터

서열에서 n이 4라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n-gram은

베이스에서 가장 상동성이 높은(가장 유사한) 서열을

ACEP, CEPI, EPIT, PITC, ITCH가 된다. 단백질 서열

찾아 사용자에게 제공한다.

데이터베이스 내의 모든 서열을 색인화하여 n-gram들
은 각각 DB 저장 시스템에 검색키와 저장 위치 리스트
의 정보를 가지고 저장되게 된다.

44 _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16호 | 2004. 10

2. 텍스트 검색단백질의 서열 정보 외에 이름과 종에
관련된 정보를 통합 검색하는 것이 가능하다.
3. 세포 내 단백질 위치 예측검색 결과의 단백질 서열

IT 기반 단백질 서열 분석

들이 가지는 정보로부터 질의 단백질 서열의 세포내

유사 서열 검색을 하게 되면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위치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보여준다.

상동성이 높은 서열의 내림차순으로 보여준다. 각각 서

4. 단백질 패밀리 분류 서비스 검색 결과의 단백질 서

열의 ID를 선택하게 되면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여

열들의 패밀리 분류 정보로부터 질의 서열의 패밀리

기에서, 유사 서열 검색 결과는 BLAST에서 동일하게

분류를 예측한다.

검색을 수행했을 때의 결과와 같은 결과를 보여 주지는

5. 유사 서열 검색을 위해서 질의어를 <그림 3>과 같이
FASTA 형식으로 입력한다.

않는다. 서열 간의 유사성 측정 방법이 틀리기 때문에
동일하게 결과로 나온 서열의 경우에도 순위가 틀리기
도 한다. 생물학자들이 가장 신뢰하는 BLAST와 비교하
여 상이한 결과의 유효성 평가와 이를 통한 최적의 유
사성 측정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향후 과제이다.
유사한 서열 검색 외에 추가로 <그림 5>에서와 같이 세
포 내의 위치 예측 결과와 패밀리 분류 결과도 볼 수
있다. 단백질 통합 데이터에는 각각 서열 데이터마다

<그림 3> 단백질 서열 분석(ProSeS) 사이트

본 실에서 개발한 세포 내의 위치 예측 시스템인
ProSLP(Protein Subcelluarl Localization Prediction)의
예측 정보를 저장해 놓아 유사 서열 검색 결과 중 상동
성이 높은 상위 데이터들로부터 위치 예측 결과를 분석
하여 보여 준다. 또한 각각 패밀리 분류 서비스의 분류
정보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검색 결과 내의 패밀리
분류 정보를 분석하여 보여 준다.
검색 속도는 질의 서열의 길이가 50 아미노산에서
500 아미노산의 범위에서 비교 검색 실험을 한 결과
ProSeS가 BLAST에 비해 평균적으로 약 6.5배 빠르게
나타났다.

<그림 4-a> 유사 사열 검색 결과

<그림 5-a> 세포내의 위치 예측 결과

<그림 4-b> NF00720858의 상세 정보 보기
<그림 5-b> 패밀리 분류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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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본 생명정보시스템개발실에서는 단백질 서열의 분석에

현재, 시간 소모적인 비교 방법을 사용하는 BLAST 등

있어서 생물학적 접근 방법이 아닌 IT 기반의 정보검색

은 검색 시간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하고 있다. 생물학

측면에서 접근하여 분석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단백질

적 데이터베이스가 날이 갈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서열 분석 서비스인 ProSeS는 개발의 마무리 공정 상

미래에는 이런 시스템을 보기 힘들지도 모른다. 본 실

태에 있으며 개발이 마무리 되는 대로 CCBB 홈페이지

에서 개발하는 IT 기반의 서열 분석 시스템인 ProSeS

에서 서비스될 예정이다. 현재 CCBB에서 서비스 중인

가 기존의 생물학적 데이터베이스 검색 도구를 대체 또

ProSeS의 서비스는 이전 버전으로 단백질 통합 데이터

는 보완하는 실질적인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가 아닌 PIR-NREF 단백질 서열 데이터를 기본 데이터

이다.

로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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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DB 및 분석도구 소개
글 _ 안인성, 윤단규·생명정보시스템개발실·isahn, avanti@kisti.re.kr
이 식, 송치평·생명정보시스템지원실·siklee, chicando@kisti.re.kr

Ⅰ. 서론
1. 바이오인포매틱스

고 있는 생명자원 DB와 유전자, 단백질 검색 및 분석

바이오인포매틱스는 생물학적인 문제에 대한 답을 구하

도구를 소개하고자한다. 서론인 I장에서는 바이오인포

기 위하여 생물학 데이터를 수집·관리·저장·평가·

매틱스센터와 보유 컴퓨팅 시스템에 대한 소개, II장에

분석하는 정보기술로 정의할 수 있다. 이러한 바이오인

서는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명정

포매틱스 관련 연구자 및 개발자들은 생명정보에 관련

보 DB를 유전체와 단백체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III장

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이나 대용량의 분석서비스를 받기

에서는 생명정보 DB로부터 필요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위해서 주로 외국 유명 사이트를 이용해왔다. 이는 시

분석할 수 있는 도구에 대해서 소개한다. IV장에서는

간적인 측면뿐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막대한 낭

바이오인포매틱스의 DB와 분석도구의 활용방안과 기대

비를 초래하며, 기술의 종속적인 문제도 배제할 수 없

효과에 대해서 알아본다.

다. 또한, 해외에 의존하여 연구를 수행한다는 것은 연
구 결과의 보안에 치명적인 약점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2. 생명정보 시스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KISTI에서는 수년전부터

대용량의 생명정보를 저장, 검색, 분류, 분석하기 위해

KISTI에서 보유하고 있는 IT(Information Technology)

서는 고성능 컴퓨팅 능력을 지닌 시스템을 요구한다.

을 BT(Bio Technology)에 접목시키려고 노력해 왔으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에서는 SMP 클러스터와 PC 클

며, 이 분야 연구의 세계 흐름에 맞추고자 전산학적인

러스터 서버를 이용하여 생명정보 DB와 분석도구를 위

기술을 이용하여 생명현상을 연구할 목적으로 바이오인

한 자체 시스템을 구성하여 연구자들에게 지원하고 있

포매틱스센터(CCBB, Center for Computational

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SMP Cluster과 PC

Biology & Bioinformatics)를 2002년에 설립하였다.

Cluster 시스템은 웹서버, DB 서버, 백업 서버, 저장장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는 생명정보학 관련 데이터베이

치로 구성되어 있다. CCBB에서 보유하고 있는 컴퓨팅

스 및 국내의 유전체/단백체 연구 수행을 위한 검색 및

자원은 사용자들에게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다. 대용량

분석 서비스 구축으로 시작하여, 현재 GenBank, PDB,

의 계 산 이 필 요 한 경 우 에 는 CCBB 홈 페 이 지

PIR, SWISS-PROT, PhiPsi, REBASE 등의 세계 주요

(http://www.ccbb.re.kr)를 통해 신청을 할 수 있다.

DB를 국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 수행에 필수적
인BLAST, FASTA, ClustalW. InterProScan, ProSeS
등의 광범위하고도 전문적인 분석서비스도 제공하고 있
다. 또한, 고성능 SMP Cluster 시스템과 PC 클러스터
서버 및 워크스테이션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
로 KISTI 고유의 <색인기반 단백질 서열데이터 검색
및 분류시스템>과 <단백질 3차원 가시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단백질 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 글에서는 KISTI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보유하

<그림 1>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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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생명정보 DB
1. 유전체 DB
가. GenBank
GenBank 데이터베이스는 미국의 NCBI(National
Center fo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서 운영하는
유전자 정보 데이터베이스이다. GenBank는 Human
Genome Project 결과를 포함하여 세계 각지의 연구실
에서 생성된 DNA 염기서열 정보들을 모아 놓은 것으
로, 1992년 10월 처음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현재
GenBank는 DNA 염기서열 정보와 단백질 정보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유전자 정보를 저장하는 중
요한 데이터베이스로는 GenBank 외에도 일본의
DDBJ(DNA Data Bank of Japan)와 유 럽 의
EMBL(European Molecular Biology Laboratory)이 있
는데, 이들은 ‘국제 염기서열 데이터베이스 연합

<그림 3> 유전자 제어번호 X05191에 대한 상세정보

(International Nucleotide Sequence Database
Collaboration)’
을 통하여 동일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
으며, 매일 데이터 상호교환을 통해 데이터의 최신성을
유지하고 있다.
<그림 2>은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GenBank 서비스의 초기화면이다.

■ LOCUS: 유전자의 위치, 서열의 길이, 분자의 형태,
분과코드를 나타내는 정보.
■ DEFINITION: 자료의 생명학적 특징을 요약하여 나
타내는 정보.
■ ACCESSION: 서열자료의 고유한 식별자, 분자 서열
에 대응하는 문자와 숫자 정보.
■ KEYWORDS: 서열자료의 핵심어를 나타내는 정보.
■ SOURCE: 서열자료가 얻어진 생명체의 일반명, 학
명을 나타내는 정보.
■ REFERENCE: 인용된 논문의 저자와 논문정보를 나
타내는 정보.
■ COMMENT: 서열자료에 대한 다양한 주석과 해설
을 나타내는 정보.
■ FEATURES: 서열자료의 생명학적 특징정보.
■ ORIGIN: 서열이 유래한 원래 source의 전체 서열을

<그림 2> GenBank 초기화면

나타내는 정보.

검색 대상필드에서는 기본필드, GenBank 제어번호, 유

나. dbEST

전좌위(Locus), 설명, 주제어, 참고문헌 제목, 저자, 모

EST(Expressed Sequence Tag)는 유전자의 염기서열

든 필드 등을 선택하여 검색할 수 있다. <그림 3>은 기

을 이용하여 유전자 지도를 작성할 때나 유전자 발현연

본 DB로 선택한 후 검색창에“human”
이라는 키워드로

구를 수행할 때 표식자로 사용할 수 있는 마커로 개발

검색한 결과에서 제어번호가 X05191에 대한 상세정보

한 것이다. EST를 만드는 과정은 세포로부터 RNA를

화면을 나타내고 있다.

추출하여 이를 oligo d(T)와 역사전사효소를 사용하여

GenBank 검색결과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상세히 살펴

인위적으로 DNA를 합성한다.

보면 다음과 같은 요소로 구성하고 있다.

이때 만들어진 DNA를 cDNA(complementary DNA)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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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하는데, 이 cDNA를 주형으로 사용하여 random

현형의 차이, 특정질환에 대한 감수성, 환경적인 영향

primer로 PCR을 돌려 EST를 만들어낸다. 이것은 유전

에 대한 개체반응의 유전적 특징을 규정짓는 것으로 생

자로 발현되는 부분의 일부이므로, 유전자 발현연구에

각되고 있다.

마커로써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다.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dbEST의 검색 서비스는 앞에서 살
펴본 Genbank 검색과 같은 방식이다. 아래 <표 1>은
dbEST 검색결과 데이터필드에 대한 상세정보이다.
dbESTID: NCBI에서 각각의 EST서열에 부여한 ID
EST Name: 해당 EST의 이름
GenBankAcc: GenBank의 accession number
GenBank gi: GenBank의 GenInfo Identifier number
Clone Id: 클론 ID
Plate: Plate의 행과 열
DNA Type: 서열을 제공한 DNA의 형태
cDNA (default), Genomic, Viral, Synthetic, 또는 기타 중 하나
PloyA Tail: EST 서열에서 반복적인 A(아데닌)가 나타나는 지의 여부
sequence: 서열에 대한 문자열
Quality: 서열에 대한 품질 정보
Entry Created: 엔트리가 처음으로 입력된 날짜
Entry Updated: 엔트리가 갱신된 날짜
COMMENTS: EST 서열에 대한 코멘트

<표 1> dbEST 검색결과 데이터필드에 대한 정보

<그림 4> SNP 개념

바. REBASE
REBASE(The Restriction Enzyme Database)는 제한
효소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제한효소란 DNA에 존재

다. dbGSS

하는 특정한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인식한 서열 부위 또

GSS(Genome Survey Sequence)란 DDBJ/EMBL/Gen-

는 그 근처에 존재하는 특정부위를 절단하는 단백질이

Bank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성격상 EST와 유사하며, 차

다. 제한요소에는 EcoR I, HindⅢ 등이 있는데, 이러한

이점은 서열이 cDNA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유전체에서

이름은 처음 분리된 세균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제

나온 것이라는 점이다. GSS는 서열분석을 임의로 1회

한효소를 이용하여 유전체상에서 제한부위 지도

실시한 유전체 염기서열, cosmid/BAC/YAC의 말단 서

(restriction map)와 같은 DNA 물리적 지도를 만들 수

열, Alu PCR 염기서열 등과 같은 형태의 데이터를 포

있으며, 인식 부위와 절단 부위의 특이성이 있는 제한

함한다.

효소는 분자생물학 연구에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REBASE는 제한효소와 그와 관련된 단백질의 정보를

라. dbSTS

모아 놓은 것으로 저널에 게재된 것과 게재되지 않은

STS(Sequence Tagged Sites)는 유전체에서 한 위치를

자료, 제한효소 인식 부위와 절단부위, 상업적 활용도,

maping할 때 만들어지는 것으로, PCR 분석에서 사용

메틸화 민감도(methylation sensitivity), 결정정보

되는 프라이머 쌍의 조합을 동정하는 고유 염기서열이

(crystal data)와 서 열 정 보 를 포 함 한 다 . DNA

다. STS 염기서열은 보통 길이가 200-500bp이다.

methyltransferase, homing, endonuclease, nicking,

dbSTS는 GenBank에서 STS를 위해 만든 한 분과이며,

enzyme, 특정 subunit와 조절 단백질 등의 정보도 제

아직 규명되지 않은 염기서열 위치를 알려진 유전자와

공하고 있다. 최근에는 유전체의 서열분석을 통해 추정

비교하여 알아보기 위해, 염기서열과 STS를 상호 비교

DNA methyltransferases와 제한효소 정보도 보여준다.

할 수 있도록 만든 데이터베이스이다.
<그림 5>는 검색조건을 「Enzyme Information」에서
마. dbSNP

「enzyme name」
으로 선택한 후 제한효소 이름 EcoRI

SNP(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는 한 개의 염

을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이다. 결과에 따르면 해당 효

기서열에서 다형성을 나타내는 단일염기다형성을 말하

소이름과 그 효소가 발견된 micororganism, source,

며, 평균적으로 인구 집단의 1% 이상의 빈도로 일어나

recognition sequence, methylation site, 제공회사 이

는 유전적인 변이를 말한다. SNP는 인간 개개인의 표

름 등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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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체 그림의 특정 부분을 클릭하면 그 위치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7>의 오른쪽 그림에서
는 특정 부분에 대한 유전자, DNA 정보, 마커 정보 등
을 알 수 있으며, 서열정보까지도 알 수 있다.

2. 단백체 DB
가. PDB
<그림 5> REBASE 검색결과 화면

사. Ensembl
Ensembl은 EMBL-EBI와 Sanger Institute가 합작하여
유전체 정보의 자동처리와 주석화(annotation)를 위해
만든 시스템이다. Ensembl에서는 서열데이터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유전자를 예측하고, 알려진 유전자에 대
해서 구조를 예측하고 유전체 서열상에서의 위치를 알
수 있다. 유전체 정보를 제공하는 다른 웹 자원과도 연
동이 되어 있어 통합 검색이 가능하다. 다음 <그림 6>
은 Ensembl에서 서열데이터로부터 유전체정보를 어떻
게 관리하는지를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구성단위로 하여 조성되어 있다.
단백질을 이루는 화학적 기본단위는 20여 가지의 아미
노산이다. 단백질은 생체를 구성하고 유지하는 물질일
뿐만 아니라 생체를 제어하는 물질이기도 하다. 일반적
으로 단백질의 기능은 구조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PDB(Protein Data Bank)는 생물학적 거대
분자의 3차원 구조를 저장해 놓은 국제적인 공공 데이
터베이스이다. PDB 자료는 X-ray 회절법(crystallography)과 NMR 실험으로부터 나온 실험 데이터이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하여 단백질의 정보와 3차원 구조
영상 등을 제공한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PDB, PIR, Swiss-Prot 데이
터베이스는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RDBMS(Relational
Database Management System)에서 벗어나, KISTI의
KRISTAL-2002 정보검색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생명
정보자료를 다룰 수 있도록 개발된 Bio-KRISTAL 시스
템을 이용하여 구축되어있다. PDB 데이터베이스 서비
스는 단순검색, ID/텍스트 검색, 서열검색 등의 다양한
검색 방법을 제공하며 FASTA 형식 파일로 서열관련

<그림 6> Ensembl 정보처리 과정

DNA 서열데이터를 모으고, Ensembl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다음 일련의 과정을 거쳐 서열정보로부터 자동
적으로 유전자와 관련된 다른 정보들을 추출하고, 웹을
통해 그 정보를 보여준다. 자동화를 통해 좀 더 정확하

검색도 지원한다.
<그림 8>과 같이 PDB 서비스는 데이터를 분석하여 요
약정보, 구조정보, 서열정보, 이웃구조, 외부소스로 나
누어 결과를 보여준다.

고 빠른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7> Ensembl 검색결과 화면

<그림 7>은 Human의 2번 염색체 그림을 선택한 겸색
결과 화면이다. 염색체의 길이, 염색체에 위치한 유전
자의 정보, SNP에 관한 기본 정보 등을 알 수 있다.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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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른다.

나. PIR
Resource)은

MHC에는 클래스Ⅰ, 클래스Ⅱ, 클래스Ⅲ가 있다. 클래

GUMC(Georgetown University Medical Center)에서

스Ⅰ과 클래스Ⅱ는 T세포에 항원을 가져다주는 역할을

운영하고 있으며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와 단백질 분석도

하는 단백질을 생산하며, 클래스Ⅲ는 외부 세포를 파괴

구를 제공한다. 단백질 서열에 기능 주석을 붙인 단백

시키는데 관여하는 보체(complement) 단백질을 생산한

질 데이터베이스로 단백질 서열 검색, 도메인 분석 등

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MHC는 면역체계에서 T 세포

을 제공하며, 텍스트 검색과 Unique Identifiers,

가 항원을 인식하여 활성화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Accessions, Cross References 등을 이용한 검색이 가

다. 따라서 MHC 관련 정보는 백신 연구나 면역체계와

능하다.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에서 제공하는 PIR 데이

관련한 연구에 상당히 유용하다.

터베이스는 PIR-PSD(Pir-Interantional Protein

MHCBN 데이터베이스는 MHC 관련정보를 서브유닛(생

Seuence Database) Release 79 버전을 이용하여 구축

체입자[고분자]를 성립시키는 기본단위)이나 DNA 백신

하였으며 2004년 9월 3일을 기준으로 283,416건의 데

을 설계하는 분야의 대학공동체에게 제공하기 위한 목

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적으로 인도의 Institute of Microbial Techonology,

PIR(The

Protein

Information

Bioinformatics centre에서 구축하였다. MHCBN 데이
다. SWISS-PROT

터베이스에는 최신의 MHC Binders, MHC non-

SWISS-PROT은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이다. 이곳

binders, TAP(transporter for antigen processing)

에서는 단백질의 기능, 도메인 구조나 변이 등과 같은

Binders, TAP non-binders, 그리고 문헌에 보고 된 T

세부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현재 SWISS-PROT 데이

세포 항원결정부위(epitopes) 등과 같은 포괄적인 자료

터베이스는 Release 44.4버전을 토대로 2004년 9월 3

를 제공한다. 이곳의 펩타이드 정보는 본질적으로

일 현재 158,010건의 데이터가 구축되어 있다.

MHC binders, non-binders, 그리고 T-cell 항원결정
부위(antigenic determinant)를 예측하기 위한 방법을

라. CATH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CATH는 SCOP과 비슷한 개념의 프로그램이지만 PDB
를 사용한 방법에서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CATH에

바. BIND

서는 단백질을 클래스, 아키텍쳐, 토폴로지, 상동적인

BIND(Biomolecular Interaction Network Database)는

슈퍼 패밀리, 서열유사성에 기반하여 분류한 서열패밀

단백질, DNA 및 RNA 등과 같은 생체 내 분자들의 상

리로 분류하여 각각 (C), (A), (T), (H), (S)라고 표시한

호작용, 분자 복합체(molecular complexes) 및 작용경

다. CATH 프로그램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하기

로(pathway)에 관한 정보를 모은 데이터베이스이다. 여

쉽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알려진 단백질 구조를 가

기서 분자 복합체란 하나의 화합물로부터 발생되는 두

지고 테스트하기 좋다. CATH는 PDB 코드로 검색을

가지 이상의 상호작용들로 이루어진 모음으로서 화합물

할 수 있으며, 웹브라우저 페이지에 있는 단백질에 대

토폴로지(topology) 등이 이에 포함된다. 그리고 경로란

한 정보를 보여준다. 다른 프로그램과는 달리 단백질

하나의 경로를 이루는 두개 이상의 상호 작용들로 이루

구조를 보다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단백질구조에 대한

어진 모음으로서 세포주기단계(cell cycle stage) 등이

특별한 설명을 붙여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에 포함된다. 일반적으로 세포내에서 발현된 각각의
단백질들은 단독으로 보다는 여러 단백질들과의 상호작

마. MHCBN

용을 통하여 생체를 구성하고 기능을 유지한다. 따라서

MHC(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주조직 적합

세포내에서 발현된 각각의 단백질들이 다른 단백질과

성 복합체)는 세포상호 작용과 자신과 자신이 아닌 것

분자들 사이에서 어떠한 상호 작용을 나타내는지에 대

의 구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유전자의 집단이다. 이

한 정보는 생물학적인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단서를 제

유전자의 산물이 세포의 표면에 나타나 자기 자신인지

공한다.

의 여부를 구분하게 한다. 이 유전자 집단은 조직을 받

BIND에서는 DNA, RNA, 단백질 각각의 기능을 확인하

아주는 성질을 결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면서 DNA에서 RNA, RNA에서 단백질로 변화하는 생

하기 때문에 주조직 적합(major histocompatibility)이

물학적 대사경로를 확인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저널

라고 하며, 이러한 성질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유전

에 발표된 관련논문과의 링크를 통하여 실험적인 기법

자 좌위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복합체(complex)라고

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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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생명정보 분석도구
이번 장에서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에서 제공하고 있

서, 유사성 검색에 처음으로 널리 사용된 프로그램이

는 DNA와 단백질 서열 데이터를 분석하는 도구에 대

다. FASTA는 단백질 서열들 간의 비교를 위하여 제작

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서열 데이터는 활용할 수 있는

되었지만, 현재는 염기 서열들 간의 비교도 가능한데,

생명정보 가운데 가장 분량이 크며, 실제로 그 양에 있

특히 TFASTA의 경우에는 입력한 단백질 서열과 염기

어서 서열 데이터에 못지않은 다른 데이터베이스도 있

서열 데이터베이스간의 비교도 가능하다.

으나 그 중요성에 있어서는 서열 데이터가 가장 중심적

질의어와 비교대상 데이터베이스의 관계에 따라 프로그

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램의 종류는 fasta3, fastx3, fasty3, fastf3, fasts3,
tfastx3, tfasty3이 있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현

1. BLAST: Basic Local Alignment Search Tool

재 서비스중인 버전은 fasta34이다

BLAST에서는 neighbor words 개념으로 검색이 된다.
Neighbor words란 검색하려는 서열에서 얻어진 단어
를 비교할 때 단어를 정확히 일치시키는 대신, 주 서열
에서 취한 단어를 치환행렬을 이용한 검색에서 나온 단
어와 비교하여 일정 T값 이상을 가지면 단어의 히트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단어를 모두 찾은 후에는 그 값이
최소한의 점수 기준치(cutoff value) S와 동일한 부분적
최적정렬을 찾는다. 이것은 염기의 일치, 불일치 및 삽
입과 삭제에 대하여 점수를 축적하면서 양쪽으로 정렬
을 연장하는 것이다. 실제로는 S값을 길이 등에 대해서
표준화 시켜준 기대 기준치 E값으로 유의성을 판단한
다. BLAST는 검색하려는 대상서열의 형태와 데이터베
이스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몇 가지 변형 프로그램
이 있다.
단백질 서열을 PIR이나 Swiss-Prot과 같은 단백질 데
이터베이스에 대해 상동성 검색하는 BLASTP, 핵산 서
열을 GenBank와 같은 핵산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상동
성 검색하는 BLASTN, 단백질 서열을 핵산 데이터베이

<그림 9> BLASTN 분석결과 화면

스에 대해 비교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의 각 핵산 서
열을 6개의 reading frame으로 해독한 후 분석)

3. ClustalW

TBLASTN, 핵산 서열을 단백질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일반적으로 서열정렬은 분석하고자 하는 서열들내에서

검색하는 (질의 핵산 서열을 6개의 reading frame으로

어느 위치가 공통의 조상서열로부터 파생되어지고 보존

해독한 후 분석) BLASTX, 핵산 서열을 핵산 데이터베

되어져 왔는지를 나타내며, 이 두 개의 서열들이 진화

이스에 대해 단백질로 변환하여 상동성 검색하는 (질의

적인 상관관계를 공유하는 것이 확실해지면 이 서열들

및 데이터베이스의 각 핵산 서열을 6개의 reading

은 서로 상동성(homology)이 있다고 말한다. ClustalW

frame으로 해독한 후 분석) TBLASTX 등이 있다.

는 1994년 Julie D. Thompson 등에 의해서 개발된 다
중 서열정렬 프로그램으로서, 대상 서열들 간의 유사성

2. FASTA

을 모두 비교한 후에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서열들

FASTA 프로그램은 임의의 서열과 유사성을 가진 서열

의 쌍을 대상으로 정렬하고, 그 후에 거리상으로 조금

을 서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찾는 강력한 소프트웨어로

더 떨어져 있는 관계의 서열들을 초기의 정렬에 첨가하
는 방법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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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ustalW는 DNA나 단백질의 전역다중정렬(global

속도가 느려지는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고자 상호보

multiple alignment)에 사용하는 자동화된 프로그램으

완적인 시스템으로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CCBB)에서

로서, 선택된 서열들 사이의 동일성과 유사성을 계산한

개발한 것이 ProSeS이다. 단백질 서열 데이터는 PIR-

후, 정리하여 보여준다. 또한 ClustalW 프로그램의 결

NREF 데이터를 사용하며, PIR 사이트의 데이터 업데

과물은 이 후에 계속되는 계통발생학적 분지도(phylo-

이트에 맞추어 ProSeS의 단백질 서열 데이터도 같이

genetic tree)를 작성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되어 대상

업데이트된다. ProSeS는 단백질 유사 서열 검색, 단백

서열간의 진화적인 상관관계도 밝혀낼 수 있다. 이 밖

질 서열 관련 주제어 제시, 세포내 단백질 위치 예측,

에도 다중정렬의 결과는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을 밝혀

단백질 기능 및 구조 기반의 분류 서비스 등을 제공

내고 새로운 단백질 패밀리를 구성하는 데에 있어서도

한다.

중요한 역할을 한다.

6. ProSLP: Protein Subcellular Localization
Prediction
일반적으로 단백질의 생리학적 기능은 단백질이 세포내
에서 존재하는 위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동일한
생리적 기능에 참여하는 일련의 단백질들은 세포내에서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경향이 있다. 단백질의 세포내
위치 예측은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중요한 단서를 제공
해 줄 뿐만 아니라 신약 개발을 위한 후보군 선별, 유
전자 생성물에 대한 주석 자동화, 단백질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연구 등을 가능하게 해 준다. ProSLP 예측
분석시스템은 단백질의 세포내 위치 분류를 위한 효율
적인 자질 추출(Feature extraction) 도구로 N-gram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kNN 범주기와 N-gram 방법을
<그림 10> ClustalW 분석결과 화면

이용하여 대용량 세포내 위치 예측 서비스를 제공한다.

4. InterProScan

7. MolEye

InterProScan은 단백질 도메인과 기능적인 부위들

MolEye는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제작한 단백질

(functional sites)에 대한 정보를 모아 놓은 데이터베이

/DNA 데이터 분석 가시화 도구이다. 이 프로그램은 단

스로서 신규 단백질의 기능을 예측하는데 널리 사용되

백질/DNA 데이터를 받아 3차원으로 시각화하고, 이용

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단백질 관련 데이터베이스인

자가 자유롭게 회전 및 위치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구현

UniProt, PROSITE, PRINTS, Pfam, ProDom,

하였다. MolEye는 각 단백질/DNA 구조 데이터의 원

SMART, TIGRFAMs, PIR SuperFamily(PIRSF),

자, 아미노산 잔기(residue)의 개수 및 이름 등의 세부

SUPERFAMILY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통합해 놓

정보를 표현해 주고, residue 단위로 torsion angle을

았기 때문에 한번의 단백질 서열 검색으로 다양한 결과

자동적으로 계산해 줌으로써 데이터의 전반적인 특징을

를 얻을 수 있는 편리한 기능을 제공한다.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1>은 MolEye의 초기화면으로서, 좌표계, 뷰

5. ProSeS: Protein Sequence Search

(view) 윈도우, 이동 모드, 드로잉 모드, 분석 도구로

ProSeS는 색인 기반의 단백질 검색시스템으로서 N-

구성되어 있다. 좌표계는 분자를 표현할 때의 방향성을

gram 색인 기법을 통해 유사한 단백질 서열들을 신속

나타내주며, 뷰 윈도우는 실제 분자가 그려지는 화면으

정확하게 효율적으로 검색해 준다. 일반적으로 단백질

로 최대 2개 분자 모델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또한

서열의 검색 방법으로 BLASTP가 가장 많이 사용되어

MolEye가 지원하는 각종 분석 기능에 대한 결과를 시

왔으나,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계산량이 많아서 서열의

각화하여 보여준다. 이동 모드를 이용하여 분자 구조를

길이가 길거나 데이터베이스의 건수가 증가할수록 검색

움직일 수 있으며, 드로잉 모드에서는 분자 모델을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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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해상도를 조절할 수

하여, 찾고자 하는 유전자 정보를 간결하게 정리하여

있다. 분석 도구에서는 구조에 대한 분석도 가능하다.

보여준다. 이 때, 유전자 이름의 명명법은 HUGO(Human
Gene Nomenclature Committee)의 기준을 따른다.
GeneCards를 통하여 정보를 추출할 수 있는 주요
데이터베이스로는

GDB(Genome Database),

MGD(Mouse Genome Database). OMIM(Online
Mendelian Inheritance in Man), Swiss-Prot, UniGene, GenBank, PubMed 등이 있다.

<그림 11> MolEye 분자구조 화면

8. 2D-gel ViPS: Virtual Proteomics Systems
2D-gel ViPS(Virtual Proteomics Systems)는 2차원
젤로부터 직접 단백질의 정보를 예측하고 실제 질량 분
석기를 사용한 단백질 동정시 이를 적용하여, 분석 결
과의 신뢰도 향상과 분석시간 단축을 위하여 바이오인
포매틱스센터(CCBB)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이 공동으로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ViPS는 미국 NCBI 연구소에서 다운로드받은 비중복
단백질 데이터베이스(nr DB-GenPept, Swiss-prot,
PIR, PDF, PDB, NCBI RefSeq의 엔트리에서 추출한
중복되지 않는 단백질 서열 데이터베이스)를 분석, 가
<그림 12> 2D-gel ViPS 분석화면

공하여 2차원 젤의 분석에 유용한 형태로 재구성한 것
으로서, 사용자가 생물의 종(species)을 선택하면 단백
질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종에서 발견된 단백질들을
검색한 뒤, 단백질을 분자량 및 등전위점(Isoelectric
Point) 값에 따라 2차원 평면에서 점(spot)으로 표현하
도록 구현하였다. 2차원 그래프의 한 점(spot)을 클릭하
면 해당 좌표에서 존재하는 단백질의 세부 및 관련 정
보를 NCBI 사이트를 통하여 볼 수 있다.

10. SCOP
단백질 구조 분류(Structural Classification of
Proteins)의 약자인 SCOP은 영국의 캠브리지대학교의
MRC 분자생물학연구실에서 운영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서, 여기서는 유사한 구조의 단백질은 유사한 기능을
수정한다고 일반적으로 가정한다. 분류 데이터베이스는
단백질을 겉모습이나 토폴로지 등 외형에 따라 일괄적

9. GeneCards

으로 모아서 서로 비슷한 단백질일 것으로 가정하여 분

GeneCards는 이스라엘의 Weizmann 연구소에서 개발,

류한 것이다. SCOP에 있는 단백질 정보는 Class,

서비스하는 것으로, 인간의 질병에 관련된 유전자 데이

Fold, Superfamily, Family, Protein, Species 등의 계

터베이스이다. 이것은 웹 기반의 생물 의학적 정보 검

층적 구조로 분류되어 있다. 단백질의 2차 구조 특성에

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만들어졌으며, 공인된 유

따라 알파 나선 구조로만 구성된 그룹, 베타 구조로만

전자 이름의 명명법을 기준으로 인간 유전자와 관련된

된 그룹, 알파와 베타로 이루어진 그룹 등의 클래스로

정보들이 저장되어 있는 주요한 데이터베이스들을 통합

나뉘고, 그 아래에 Fold, Superfamily, Family 등의 하
부 구조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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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Pfam
Pfam(Protein families database of alignments and
HMMs)은 단백질 패밀리와 도메인에 관한 데이터베이
스이다. Pfam은 각 패밀리에 대한 단백질 다중 정렬과
profile-HMM(Hidden Markov Model)을 포함한다.
Pfam에서는 단백질 다중정렬을 할 수 있고, 단백질 도
메인 구조와 알려진 단백질 구조를 볼 수 있으며, 종에
따른 단백질의 분포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관련
데이터베이스와 연결되어 있어 단백질 정보를 찾아보기
에 매우 용이하다.
<그림 13> Pfam 분석결과 화면

Ⅳ.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KISTI 바이오인포매틱스 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생명

체 구축함으로써 국내 생명정보학 연구 또는 개발자들

정보 데이터베이스와 분석 시스템은 고성능 슈퍼컴퓨터

에게 최신의 생명정보와 다양한 연구방법을 제공하고

를 기반으로 하여 유전체, 단백체 정보의 빠르고 정확

있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는 사용자의 요구에 맞

한 분석/예측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해외 의존도가

추어 중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서비스, 미러링을

높은 바이오인포매틱스 데이터베이스와 분석도구를 자

지속적으로 확대해 갈 예정이다.

101101010100100010010100100001011010101001000100101001000010110101010010001
00101001000010110101010010001001010010000101101010100100010010100100001011
01010100100010010100100001011010101001000100101001000010110101010010001001
01001000010110101010010001001010010000

10110101010010001001010010000101101010100100010010
10010000101101010100100010010100100001
0110101010010001001010010000101101010100100
010010100100001011010101001000100101001000010
11010101001000100101001000010110101010010001001010
01000010110101010010001001010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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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바이오인포매틱스는 기초생물학, 의학, 응용생물학 분

하지만 아직 활동 기간이 길지 않고 바이오인포매틱스

야에 있어서 필수적인 연구수단이고, 생물학, 전산학,

센터에 대한 인식이 널리 확산되어 있지 않아 바이오인

수학, 물리학 등 타 과학영역간의 연계를 기반으로 하

포매틱스센터에서 구축하고 개발된 생명정보시스템 컨

는 연구이므로 생명정보학 연구의 성과는 관련 학문과

텐츠가 활발히 이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산업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 그리고 생명산업이
사회에 주는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클 것으로 볼 때

따라서 이번 조사를 통해 바이오인포매틱스 이용 대상

향후 바이오인포매틱스는 산업적으로도 가장 중요한 핵

자들인 생명과학 및 컴퓨터관련 기술 분야의 연구자들

심적 요소 기술 중의 하나가 될 것이다.

을 대상으로 생명정보시스템에 대한 인식, 필요한 정
보, 정보 교환에 대한 의견을 파악하고자 한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CCBB)는 2002년에 설립되어 IT
기반의 생명정보 인프라 구축을 위해 생명정보 데이터

그리하여 향후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가 생명정보시스

베이스 구축 및 분석 서비스 제공 사업을 추진하고 있

템을 효과적으로 구축하고 유통시켜 IT 기반의 생명정

으며,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국가유전체정보센터

보 인프라 구축을 통한 연구를 지원하는데 도움이 되고

의 참여기관으로서 국내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개발 기

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반 조성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2. 본 론
2.1. 조사 방법

향후 11월에 개최되는‘2004 국제 생물정보학 심포지

설문 조사는 2004년 6월 4일 개최된‘2004 생물정보학

움’
에서도 사전등록자와 현장등록자들에게 동일한 설문

심포지움’
에 참가하기 위하여 사전등록을 한 120명을

지를 배포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대상으로 하였다. 심포지움에 참가를 신청하였다는 것
은 바이오인포매틱스 분야에 관심이 있거나 종사를 하

설문지 문항은 크게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

고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사전등록을 한 사람들

한 내용, 생명과학 관련정보 수집 및 제작, 생명정보분

은 대부분 생명과학 관련 학과에 재학중인 석사과정이

석도구(소프트웨어), 생명정보 인프라(하드웨어), 바이오

상의 학생이었고 대부분이 서울에 거주하고 있었다. 사

인포매틱스센터 홈페이지에 관한 내용과 응답자의 인적

전등록자 120여명 중에서 참석을 하지 않은 등록자가

사항을 조사하는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있었기에 남는 설문지는 현장등록을 하는 정부관계자나
총 83부가 회수되었으며, 회수율은 69.2%이었다. 회수

2.2. 조사결과 분석
2.2.1. 설문 응답자 특성

율이 70%에 가깝게 높았던 것은 심포지움에 참석한 참

설문 응답자의 주된 특성은 20-30대 생명과학과 컴퓨

석자를 대상으로 면대면 설문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터공학을 전공한 대학원 재학이상의 학생과 교수, 연구

연구소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에게 배포하였다. 그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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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으로서 서울과 대전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입수한 생명정

65%가 남성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른 과학기술 분야

보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질문에서는 Genbank, PDB,

에 비해서 생명과학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이 높

dbEST 등을 비롯하여 본인의 업무 및 연구와 관련이

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있는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출처를 아래와 같이 비
교적 자세히 적어 주었다.
내

용

BLAST(2)
DAVID (2)
dbSNP (4)
Ensembl (3)
Expasy (2)
GenBank (39)
PDB (20)
Swiss-Prot (17)
HapMap (3)
KEGG (3)
LocusLink (2)
MedLine, PubMed (2)
SCOP (2)
penome (2)
YPRC-DB
YPRC-PDS

작성기관명(출처)
NCBI
NCBI
NCBI
Sanger Institute
SIB
NCBI
RCSB
EBI
국제 공동 프로젝트
Kyoto University
NCBI
NCBI
Cambridge University
UCSC
연세대
연세대

정보획득방법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
Internet(개발)
Internet(개발)

앞으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에 필요한 생명과학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CCBB) 홈페이
지를 이용할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서는 80명(96%)이
이용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혔다. 생명과학관련 정보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절실히 느끼고 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설문 응답자들의 특성(바이오인
포매틱스 관련 학생, 연구자)을 고려해 볼 때 바이오인
포매틱스 홈페이지가 이번 설문 응답자들만을 만족시키
더라도 그 파급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 예상된다. 바이

2.2.2.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에 관한 질문

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는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연구 및 기술

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기존 사업을 확대하여 데이

개발에 필요한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사용경험에 대한

터베이스를 도입하거나 구축하여 서비스한다면 우리나

질문에서는 총 83명중에서 63명(76%)이 사용경험이 있

라 생명과학관련 연구개발 지원에 크게 기여를 할 것

다고 응답했고 20명(24%)은 사용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이다.

였다. 이는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서적, 논문, 인터
넷 등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
타낸다.

또한, 앞으로 연구활동 및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생각
되는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로는 BIND와 같은
Pathway Metabolic 관련 DB, Cancer-related DB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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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한 자료를 분석·정리하여 이
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수집 또는 구축하여 제공할 필요

2.2.4. 생명정보를 수집 및 제작하여 구축한 데이터
베이스에 관한 질문

성이 있으며, 이용자 맞춤서비스를 할 수 있는 답변으

생명정보를 직접 수집·제작하여 구축한 데이터베이스

로 활용이 가능하리라 본다.

로는 Automatic compound degradation DB,
Chemical DB 등이 있었다. 구축되었거나 구축 중인 정

2.2.3. 생명정보 수집 및 제작에 관한 질문

보가 무엇인지를 응답하였기에 분석·정리한 후에는 개

현재 생명정보를 수집하고 제작하는 응답자는 83명중

별적인 접촉을 시도하여 수집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에서 47명(57%)이었다. 어떤 생명정보를 수집·제작하

생명과학 관련 정보의 수집부터 분류, 정리, 분석, 제공

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전체

하는 작업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직접 구축한 전

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문가들과의 협력을 통해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가 충분

그리고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자체적

히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된

으로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할 수 있도록 기술 및

자료만이라도 수집하여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지원을 위

예산 지원 등을 활성화시키고, 특화된 전문가 그룹을

해 제공 및 서비스를 시도해야 할 것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정보제공자 및 이용자로 확보
한다면 국내에서 생산되는 생명과학 관련 정보를 그 정

직접 구축한 생명정보의 Original Data 입수방법으로는

보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

논문이나 잡지로부터와 자기 스스로 실험·측정한 경우

이다.

가 많았다. 다른 기관이나 연구그룹, 일반기업체와 정
보를 상호 교환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구자들 상호간에
정보 제공자이면서 이용자도 되고 있었다. 바이오인포
매틱스센터에서는 스스로 실험, 측정한 정보가 무엇인
지를 파악하고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서비
스함에 있어서의 타당성을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기존의 생명과
학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 직접 생명과학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제작하는 이유로는 기존의 정보는 있지만 만
족할 수 없고,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답변이 70%
이상으로 가장 많았다. 기타 답변으로는 실린 데이터
결과 비교를 위해, 개발 및 수준들은 SI 구축을 위해서
직접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는 것 등이 있었다. 위
결과에서 보면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와 같은 생명과학

정보를 교환 및 상호 제공하는 곳으로는 선후배 등 연

정보 전문기관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생명과학 관련

구자, 타 연구실, 협력연구기관, 외국 연구기관, 대학,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서비스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하

연구소 등이 있었고, 정보를 제공받는 연구그룹으로는

다고 할 수 있다.

chugai, Roche 등이 있었으며, 정보를 제공받는 민간
기업체로 비츠코리아가 있었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CCBB) 홈페이지에서 정보를 얻는다는 응답자는 3명
에 불과했다. 이는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홈페이지에
관한 홍보가 미흡하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기타 답
변으로는 공개 FTP, 인터넷에서 다운로딩, 기존 DB 가
공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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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구축한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기록매체는 컴퓨
터에 입력해 놓은 파일(23명, 38%)과 DB(25명, 41%)

2.2.5. 직접 구축한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제공
에 관한 질문

형태가 많았다.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은 인

직접 구축한 생명정보를 내부기관이나 외부기관에 제공

력과 자금 그리고 시간이 필요하다.

하고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45%가 내부 또는 외부
에 제공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제한된 사용자에

국가 차원에서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와 같은 전문기관

게만 제공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32%나 되었다. 정보의

이 기술 및 예산을 지원하고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여

성격상 몇몇 연구자들끼리만 공유하고 있다는 것을 알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들에게 제공·서비스한다면 국가

수 있었다. 제공하지 않는 경우도 23%정도 있었는데

적으로 사장되어 있는 정보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를 잘 파악하여 다른 사용자들에게도 제공할 수

무엇보다도 정부 예산의 확대와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

있도록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직접 구축한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권리는 어
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질문에서는 본인 또는
생명과학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데 있어서의 장애

팀에서 소유하기를 바라는 답변은 21%였고, 권리주장

요인으로는 인력(22명, 22%), 시간(18명, 18%), 자금

을 하지 않겠다는 응답자도 33%나 되었다. 그리고 학

(17명, 18%) 부족이라는 응답이 대부분이었다. 소프트

교, 연구소, 정부기관 등의 특정기관에 위임하겠다는

웨어와 하드웨어의 기술 부족(27명, 27%) 때문이라는

응답자도 46%나 있었다. 이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가

응답도 많았기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보유된 기술

정보를 수집하게 된다면 정보를 수집할 때에 권리까지

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된다.

도 위임받아 제공·서비스한다면 정보제공자나 이용자
가 저작권에 신경을 쓰지 않고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

생명과학 정보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비스하는 성격을

을 것이다.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현재 대학이상에서 공부하고 있
는 학생들의 향후 진로를 위한 학문을 위해서도 꼭 필
요한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지원을 위하여
관련 부처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공하고 있는 정보에 사용되는 언어는 영어과 한글·
영어 혼용이 95%나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생
명과학 관련 정보를 세계적으로도 서비스 할 수 있는
기본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바이오인포매
틱스센터와 같은 생명과학 관련 전문기관에서 연구자들
이 구축해 놓은 데이터베이스를 양질의 정보로 다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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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직접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운영체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경우는 총

(Operating System)는 Linux 계열이 30명(40%)으로

83명중에서 10명이 있었는데 그 이유로는 자료가 불완

가장 많았고, 윈도우즈 계열은 29명(38%)이었으며,

전하고, 자금과 인력, 기술 등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Unix 계열은 17명(22%)이었다.

답변하였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와 같은 전문기관에
서 자료를 분류, 가공하여 인력과 자금, 기술력을 지원

생명과학 관련 정보를 다루기에는 Linux 시스템이 효

한다면 생명과학 관련 정보를 많이 발굴하여 서비스할

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수 있을 것이다.

에서 이용자들을 위하여 시스템을 제공하려면 Linux를
기반으로 하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다.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정보를 제공하
기 위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
어는

BLAST, DNAstar, Enlyclon, Genomic

Proteomics 관련, Haplotyper, Haploview, Javascript,
Jbuilder, Melanie, MS office, MSSQL, Mutation
생명정보 자료(Data)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하는 컴퓨터

Survey, MySQL, Oracle, Perl, Postgre SQL,

로는 PC가 31명(47%)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Progenesis, ProteinStar, Python, SA 논문작업 툴,

서버급의 워크스테이션이 30명(45%)이었고, 수퍼컴퓨

Scholar's Aid, SI 관련, SNP 관련, Targetstar, Vector

터를 이용하는 응답자는 5명(8%)에 불과했다.

NTI 등과 같았다.

생명과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연구자들을 위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효율적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Supercomputer를

지원하는데 있어 필요한 정보이기에 컴퓨터 전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장비와 기술지원을 한다면 정보 제공

아닌 생명과학 분야 전문가들은 어떤 소프트웨어를 쓰

자나 이용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고 있는지의 경향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다.

과 서비스가 가능할 것이다.
향후 직접 구축한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를 응답자의
소속기관이나 학교/연구소와 같은 외부기관에 제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는 40명(89%)이나 되었다.
신규로 컨텐츠를 발굴하고 서비스해야 하는 바이오인포
매틱스센터에서는 제공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를 우선적
으로 접촉을 하여 컨텐츠의 질을 파악하여 서비스 방안
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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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Gene Data/Protein Data/Mass Data 등을 묶어 통
합 가능한 software, Gene function prediction, LAB
Management system 이 용 을 위 한 software,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tool, pathway를 작
성할 수 있는 도구, Plasmid handling and graphic/
data SW, Protein 3D 구조 prediction/analysis,
Protein DB, Protein domain prediction, Protein

2.2.6. 생명정보 분석도구(소프트웨어)에 관한 질문
앞으로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필요한
생명과학관련 분석시스템(도구)를 개발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는 40명(48%)이고, 계획이 없는 응답자는 43명
(52%)이었다. 계획을 가지고 있는 응답자들이 어떤 도
구를 개발할 것인지를 파악하여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에서는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개발이 완료된 도
구는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하여 서비스
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interaction prediction, Protein structure viewer,
SRS, Subcellular localization prediction, Virtual cell,
DB integration system, 학명(생물체)과 data연결 기능
등의 응답을 하였다. 응답자들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스
템(도구)를 개발한다면 많은 연구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주로 사용하는
분석도구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의 질문에서는
Alignment 도구, Assembly system, BLAST, BLASTN,
Blot, ClustalW, Haploview, Haploviewer, H-Inv,
Hmner, KEGG, Mega SA, Melanie, Mutation
surveyor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자주 사용하는 도구들
은 바이오인포매틱스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2.2.7.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도구의 유통
및 홍보에 관한 질문
앞으로 어떤 내용의 생명과학관련 분석도구를 개발할
계획인지를 묻는 질문에서는 2-D gel Image analysis,
Automatic analysis for genome, Blast 관련, Cancer
related S/W, Cell simulation, Chemical target
Protein DB, Creation network analysis, Data
manager, Disease-gene viewer, Disease-gene
miner(pathway miner), DNA microarray 분석,
Docking Program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응답된 내용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도구의 유통 촉진을 위
한 조치로는 정부의 예산을 확보하고 생명정보관련 유
용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0%이었으
며, 정부가 아닌 관련기관으로부터 예산을 확보해야 한
다는 응답도 11%가 있어 응답자의 41%가 예산을 확보
해야 한다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는 교육 및 인력지
원 프로그램 개발(19%), 관련기관과의 업무협력체결
(19%), 홍보 강화(18%)로 응답하였다.

을 잘 분석하여 주요한 도구의 개발은 바이오인포매틱

유료화를 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6%에 그쳐 많은 이용

스센터와의 협력을 유도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자들이 무료로 양질의 정보를 이용하고 싶어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는 정부나 관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직접 구축 또

련기관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홍보를 강화하

는 개발하지 못한다면,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앞으

면서 연구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로 어떤 내용의 생명과학관련 분석시스템(도구)을 구축

하여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국가 생명과학의

또는 개발해 주었으면 하는지에 관한 질문에서는 2D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gel image 정보 및 임상정보 DB, 3D structure
viewer, Alignment software,, Drug DB, EST 관련 도

구축 또는 개발된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및 분석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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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홍보 수단으로는 google.com이나 naver.com같은

현재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주로 어떤 시스템을 이용하

시중의 검색엔진을 통해 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자가

고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응답자중 15명(18%)이 Linux

30명(36%)으로 가장 많았고, 학회지(25명, 30%)나 학

클러스터를 사용하고 있고, 10명(12%)이 SMP 클러스

술대회(24명, 29%)에서 홍보하는 것이 좋겠다는 응답

터를 사용하고 있었다. 많은 이용자들이 바이오인포매

자도 있었다. 기타 답변으로는 E-mail을 통한 홍보, 동

틱스센터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

기유발을 위한 상금이나 상품제공, 데이터 샘플 제공

록 지원하고 유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

등이 있었다. 국내에서 구축 또는 개발되어 있는 생명

는 결과이다.

정보 데이터베이스나 분석도구를 파악하고 바이오인포
매틱스센터 홈페이지에 링크하여 이용자들에게 서비스
를 제공한다면 좋은 반응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운영·관리중인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는 질문에서
는 38명(63%)가 운영·관리중인 시스템이 있는지 몰랐
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체시스템을 활용한다는 응답자는

2.2.8. 생명정보 인프라(하드웨어)에 관한 질문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운영·관리하고 있는 시스
템을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23명
(28%)만이 시스템 활용경험이 있다고 답변을 하였다.
이는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시스템을 운영·관리
하면서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는

18명(30%)정도 있었다. 또한 환경이 미비하다는 응답
자는 3명(5%), 용량이 부족하다는 응답자는 1명(2%)이
었다. 많은 이용자들이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 시스템
이 있는지를 모르고 있기에 홍보를 강화하여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연구자들이 바이오인포매틱스센
터의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
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그렇다면 이번 설문조사를 통하여 바이오인포매틱스센
터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니 앞으
로 활용할 계획이 있냐는 질문에서는 74명(89%)이 활
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에서는 이용자들이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에서 운영중인 시스템을 활용하여 새로운 연구결과를
창출하였을 때 홈페이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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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도록 사례를 제공해 주는 것도 바람직할 것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홈페이지를 어느 정도의 주기

시스템을 활용하는데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어떤 것들이

로 이용하고 있는지의 질문에서는 25명(50%)이 주 1회

있느냐는 질문에서는 BLAST, Multiple alignment 도

이상 접속한다고 응답하였으며, 25명(50%)이 월 1회

구, AMBER, ClustalW, ClustalX, Clustering 도구, DB

이상 접속한다고 응답하였다. 이용자들이 좀 더 많이,

검색 도구, HAMMA, HMMER, interaction simulator,

수시로 접속하여 홈페이지의 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Melanie, Modeller, Molecular Dynamics Simulation

신규 컨텐츠를 개발하고 뉴스 등의 소식을 전하는 것이

Tool, Molscript, MySQL, PhRED, progenesis,

중요하리라고 본다. 이용자들이 직접 컨텐츠를 제공할

Sequence analysis 관련 도구 등이라고 응답하였다.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제공하고 있지 않은 소프트

있을 것이다.

웨어는 구입 및 인스톨하여 시스템을 이용하는 이용자
들에게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렇다면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시스템을 활용할 때
시스템의 작업관리, 배치관리 등을 웹상에서 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질
문에서는 78명(94%)이 좋다는 답변을 해주었다. 이에

홈페이지의 컨텐츠중에서 주로 어떤 것을 이용하느냐의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는 웹상에서 작업 및 배치 관

질문에서는 단백질과 유전자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다

리 등을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제공할 필요

는 응답자가 33명(66%)이었고, 유전자정보 분석시스템

가 있을 것이다.

을 이용하고 있다는 응답자도 10명(20%)이었다. 이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는 이용자들을 위하여 해외
유명 데이터베이스를 미러링하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구축하여 제공중인 생명과
학 관련 컨텐츠의 내용이 좋다는 응답자는 24명(48%)
이었으며 20명(40%)은 보통, 6명(12%)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전체적으로는 홈페이지가 보통이상이라
고 응답하였지만 이용자들이 더욱 만족할 수 있도록 홈
페이지의 컨텐츠를 발굴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바람직할

2.2.9.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CCBB) 홈페이지에 관
한 질문

것이다.

바이오인포매틱스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컨텐츠를 이용
해 보았냐는 질문에서는 50명(60%)이 이용경험이 있다
고 답변하였다.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을 위하
여 매뉴얼 등을 제작하여 제공하는 것도 이용자들을 지
원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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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홈페이지에서 추가적으로

DB, Genome 유전체 데이터 분석관련, KEST, KUGI,

제공되었으면 하는 컨텐츠나 소프트웨어가 있느냐는 질

LIMS, Microarray image analysis, Protein Star, SNP,

문에서는 BLAST, Data update generator, DNAstar,

Sphingomonas chungbukensis DJ77 genome DB,

Genome browser Microarray 관련 DB 및 S/W,

SRS, Target Star, YPRC-PDS 등이라고 응답을 하였

Pathway analysis, Phylogenetic tree, Pubmed 논문정

다. 이미 구축 또는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나 소프트웨어

보, SNP 관련, SRS, Vector NTI, 생물학적으로 의미

를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있는 검색시스템, 국내외 학술·교육자료, 다양한 생물

수 있는지의 타당성 또한 조사해 보아야 할 것이다.

학분야의 주요 News, 다양한 생물학분야의 주요
paper(chart), 다양한 Bioinformatics 도구, 실제 활용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구축한 데이터

사례도 알기 쉽게 실습해 볼 수 있는 guideline

베이스나 개발한 소프트웨어를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contents 개발, 이미지 분석(2D-3D) 도구 등이라고 응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서

답하였다. 또한 너무 비슷한 서비스를 하는 홈페이지가

총 응답자 50명의 70%인 35명은 바이오인포매틱스센

많이 있기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만의 특징이 있는 프

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하였

로그램을 개발하여 서비스해 주기를 바란다는 응답자도

으며, 30%인 15명은 그럴 의사가 없다는 응답을 하였

있었다. 응답자들이 응답한 내용은 연구자들이 현장에

다. 현재 구축되었거나 구축중인 데이터베이스나 시스

서 필요로 하는 컨텐츠임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이므로

템 관련 도구들을 잘 파악하여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에서 이런 내용을 잘 파악하여 구

홈페이지의 컨텐츠로 추가할 수만 있다면 많은 이용자

축 또는 개발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들에게 유익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할 것이다.
또한 응답자나 응답자의 팀(연구실/부서)에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나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있느냐는 질문에
서는 Array X path, BLAST 관련, ChromoViz,
CMAMS, Ests 관련 Pathway, Experanto microarray

3. 결 론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연구소와 대학의 전

인포매틱스센터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이번 설문 조

문가들은 어떤 생명과학 관련 정보를 수집·제작하고

사를 통해 파악된 자료만이라도 한번 시도하는 것이 바

있는지를 일부분이라도 파악하였으므로 바이오인포매

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영어 또는 한글

틱스센터에서는 전체적으로 수집하여 서비스할 수 있는

/영어를 혼용한 정보로 구축하므로 우리나라에서 생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구

되는 생명과학 관련정보도 체계적이고 신뢰성 있는 데

축 지원을 원하는 전문가에게는 지원을 활성화하고, 특

이터베이스만 구축된다면 국제적으로도 제공·서비스

화된 전문가 집단을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생명정보

가 가능할 것이다.

데이터베이스의 고정 정보 제공자 및 이용자로 확보한
다면 양질의 정보를 수집하여 필요로 하는 이용자들에

생명과학 관련 정보에 대한 국가적인 투자가 미흡한 관

게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계로 생명과학 관련정보 유통 촉진을 위하여 바이오인
포매틱스센터에서는 지속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생명

각 전문분야별로 중복되는 자료는 분석, 정리하여 형식

과학 전문가들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바이오인

이 다른 정보의 표준화를 이루어야 하며, 데이터의 수

포매틱스센터에서 구축하고 개발된 데이터베이스나 분

집부터 분류, 정리, 분석, 가공 작업의 표준화가 쉬운

석시스템을 알리는 홍보를 강화하여 국내 생명과학 관

일은 아니지만 생명과학 관련 정보 전문기관인 바이오

련 연구자들의 연구개발을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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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인포매틱스센터와 같은 전문 기관에서 예산을 확보하

이번 설문 조사를 통해 나타난 결과를 정리, 분석하여

고 홍보를 강화한다면 국내에서 사장되어 가고 있는 생

생명정보 데이터베이스 이용자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여

명과학 관련 정보를 살리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기존의 생명정보시스템 서비스 체제 구축 사업을 확대

설문 응답자 전원이 분야의 전문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하여 이용자들이 필요로 하는 데이터베이스나 분석시스

있기 때문에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의 고정 이용자로 확

템, 인프라를 일괄 도입하거나 구축하여 제공?서비스한

보하여 친밀한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다면 우리나라 생명과학 연구개발 발전에 크게 기여를

많은 이용자들을 확보하고 생명과학 관련 컨텐츠도 많

하게 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 축적할 수 있을 것이다.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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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학기술동향 [1]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와

유비쿼터스
최근“유비쿼터스(Ubiquitous)"가 큰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이 용어는 1991년 미국 Xerox Co.의 Mark Weiser 박사가 제안한
“유비쿼터스 컴퓨팅”
, 다시 말해 신체 주위에 있는 사물에 컴퓨터
를 결합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제안에서 시작됐다.
이후 13년이 흐른 지금. 통신, 방송, 자동차, 에어컨, 냉장고 등 모
든 제품에 컴퓨터가 결합되는 꿈같은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이
현실이 돼 가고 있다.
방송에서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 또한 빠르게 추진되고 있
다. 개인방송 서비스회사인 티보(Ti Vo)의 경우, 일반인들도 홈페
이지에 접속해 TV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 수 있다. 또 집안의 녹화
방송 프로그램을 외부에서도 핸드폰 또는 PDA를 이용, 재생하여
다시 볼 수 있는 기술도 곧 선을 보일 예정이다. 방송사가 일방적
으로 프로그램을 만들고 편성하는 매스 미디어 시대는 가고 시청
자가 방송 프로그램을 직접 작성하는 퍼스널 미디어 시대가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적으로 방송의 디지털화가 급격히 추진되면서
가능해졌다. 우리나라 역시 최근, 지상파 디지털 TV 방송이 5대
광역시로 확대되고 위성방송이 고선명 TV와 쌍방향 서비스를 개
시하는 등 디지털 방송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하기 시작했다.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한 유비쿼
터스 네트워크 사회가 도래하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다.
여기에서는 유비쿼터스에 가장 친숙한 국가로 알려진 일본의 사례
를 중심으로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와 유비쿼터스에 대하여 고찰
하고자 한다.
방송환경의 변화
방송 분야는 디지털 방송의 개념이 설정되고 풀 디지털 방송의 가
능성이 확인된 이후 지난 10여 년간 많은 기술개발을 이뤄 왔다.
디지털 전송, 소스 코딩, 서비스 프로토콜 등 기본적인 기술이 충
분히 성숙되어 있으며 서비스에서도 실감형 TV로의 발전, 방송과
통신의 융합 등 기술개발도 진행되고 있다.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서는 2010년 경 현재의 아날로그 TV 방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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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히 종료할 것으로 보인다. 뒤이어 정착될 디지털 방송

쿼터스 네트워크화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시도하고 있다.

은 기존의 단순한 오디오 및 비디오 프로그램의 전달형태

바로“전자태그(RFID)”
를 사용하는 것인데 전자태그는 미

를 벗어나, 부가적인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데이터

소한 칩과 안테나를 레이블 및 카드 등에 수용한 것으로

방송, 사용자의 취향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택적으로 원하

무선통신을 이용하여 그 정보를 송수신할 수 있게 되어

는 시간에 볼 수 있는 TV 애니 타임 기반의 맞춤형 방송,

있다.

통신네트워크와의 연동을 통한 양방향 대화형 방송 등 다

2005년 개최 예정인 일본 만국박람회에는 이 전자태그를

양하고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기존의 FM

이용한 각종 신제품이 많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방송의 디지털화를 목표로 한 DAB 방식을 이용하여 이동

2003년 9월에 개최된 전시회에서 Hitachi Co.가 하나의

중 TV 서비스를 제공하는 DMB의 추진도 활발하게 진행

디바이스(유비쿼터스 커뮤니케이터)가 각 환경에 따라 다

되고 있다.

양한 정보 단말기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만든 최신형“u
칩”
을 이용한 전자태그를 출품해 큰 인기를 얻은 바 있다.

오늘날 미디어의 융합, 시청 스타일의 다양화, 디지털 시
대에 따른 생활상의 욕구변화 등으로 방송환경은 변화를

2003년 7월 IT 전략본부는“e-Japan 전략Ⅱ”
를 결정했

맞고 있다. 통신기술과 방송기술의 디지털화에 따라 다양

다. 21세기에 걸맞는“원기, 안심, 감동, 편리성 등을 실현

한 레벨의 컨텐츠를 방송과 통신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하는 사회”
를 목표로 IT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산업 및 시

제공하고, 다양한 단말기에서 수신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화

장을 창출한다는 내용이다. 이 전략은 모든 기기와 시스템

하고 있는 것이다.

을 브로드밴드 네트워크에 접속해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

또, 시청자의 라이프스타일과 시청형태가 다양화됨에 따라

도, 무엇이나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네트워

수동적인 서비스뿐만 아니라 인터액티브한 방송서비스의

크 환경을 실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 중 하

요구가 많아지고 있고 고령화 사회의 도래에 따라 컴퓨터

나가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다.

를 잘 모르는 노인들도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서비스 받
을 수 있는 환경도 필요하게 됐다. 한편 정보의 범람, 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다.

지털 디바이스 등 다양한 양상 또한 표면화 되고 있다.

첫째, 2011년까지 지상파 TV 방송의 디지털화를 완료하
고, 전국 어디서나 디지털 TV의 영상을 시청할 수 있는

일본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

환경을 조성하는 것. 둘째, 디지털 방송, 무선 인터넷 등
고도화 기술의 개발 및 이에 대응하는 모바일 단말기의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사회를 가장 먼저 실현할 수 있는

연구개발. 셋째,‘가정 IT 혁명’
을 지원하기 위한 방송의

국가로는 일본이 유력시 되고 있다. 무엇보다 유비쿼터스

디지털화. 그리고 넷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 및 쌍방향 서

네트워크 사회를 지원하는 브로드밴드 요금이 저렴한데다,

비스를 본격적으로 전개한다는 것이다.

최첨단 전자기술을 확보하고 있고, TV 및 가전기기 분야

저가의 대량 디지털 정보를 전송할 수 있고 인터넷 통신

의 기술혁신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핸드

과의 친화성이 높은 디지털 방송 환경의 경우 미국에서는

폰과 디지털 카메라의 보급이 세계적으로 압도적이라는

전 세대의 90%이상, 영국에서는 약 80% 정도 조성이 돼

것이 이런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있다. 일본 역시 방송과 통신의 융합에 집중하고 있다는

최근 일본에서는 전기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물품을 유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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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의 디지털화는 부차적으로 이에 필요한 네트워크 및

하기 쉽고, 가격이 적정하고,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기기의 보급을 촉진하며 디지털 컨텐츠의 지적 처리기술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도 충족시킬 수 있어야

을 확립하고 문자코드 규격을 정비함으로써 정보의 자유

한다.

로운 교환 및 공유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 준다. 또 IPv6를

e-Life가 목표하는 생활양식은 가전제품, 컴퓨터통신, 네

갖춘 인터넷과 조합할 경우, 디지털 컨텐츠를 방송뿐만 아

트워크 기술의 융합으로 기존의 가치관이 획기적으로 변

니라 다양한 미디어에 쉽게 유통시킬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화되는 생활이다. 일본 정부는 오는 2007년까지 전국의
각 세대에 다양한 정보가전을 보급하고 네트워크와 기기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르는 여러 이점을 고려해, 2003년

가 상호 접속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을 목표로 기술의 표

12월 일본 3대 광역권에서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시작했

준화, 실증실험을 통한 보급, 정보가전의 상황조사, 소비

으며 2006년까지 다른 지역에서도 지상파 디지털 방송을

자 보호대책, 정보가전 보급을 위한 환경 조성, 요소기술

추진한다. 지상파 방송의 디지털화에 따라 아날로그 주파

의 개발, 정보가전 시스템의 개발 및 보급 체제 구축 등을

수의 변경대책을 강구하고 디지털 방송시설 확보에 따른

추진하고 있다.

“세제·금융상”
의 지원도 시행하고 있고, 또 디지털 방송
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디지털 방송의 장점, 추진기간,

결론

시청방법, 아날로그 방송의 종료 시기 등에 대하여 국민들
에게 널리 홍보할 계획이다. CATV에 대해서는 2010년까

2003년 말 현재 일본의 브로드밴드 회선 가입자는 1,500

지 전부 디지털화 할 목표로 “세제·금융상”
의 지원을 시

만 명 이상이며, 브로드밴드 액세스 환경이 정착된 단계에

행하고 있다.

있고 유비쿼터스 관련 제품 및 서비스가 광범위하게 공급
되고 있다. 또 지상파 디지털 방송의 개시, 브로드밴드 회

일상 생활양식의 변화

선의 보급, 디지털 네트워크의 진전 등 관련 사업들도 활
발히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e-Japan 전략Ⅱ’
,‘e-Japan

일본 정부(경제산업성)는 “e-Life 구상”이라는 정보가전

중점계획 2003’등을 세워 더욱 체계적으로 사업을 진행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이것은 국민의 새로운 생활양식에

하고 있다.

부응하고 국가가 IT 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한

지난 7월 우리나라도 디지털 TV 전송방식 표준을 확정해,

전략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과 가전제품이 하나로 연결되

고정식의 경우 미국식 ATSC-8VSB 전송방식을, 이동수신

는 시스템을 추구하고 있다. 이를 통해 물질적 풍요로움만

의 경우 유럽방식에 기반을 둔 지상파 이동 멀티미디어

을 추구하던 기존의 가치관이 시간과 장소의 제한을 받지

방송(DVB-H)을 채택했다. 지상파 디지털 TV 본방송 역시

않는 네트워크에 접속되는 생활양식으로 변혁되어 가고

2003년에 5대 광역시로 확대됐으며, 위성방송은 고선명

있다.

TV 쌍방향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와 같은 디지털 방송의 전면적인 실시, 초고속 인터넷

IT 산업분야, 특히 정보가전은 국가의 중추적인 산업분야

및 핸드폰의 충분한 보급으로 유비쿼터스 네트워크 환경

이기 때문에 국제경쟁력을 유지 발전시키는 게 무엇보다

을 조성함으로써, 21세기 유비쿼터스 사회가 한 발 앞으

중요하다. 때문에 국제적인 사용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로 다가오고 있다.

새로운 제품 및 서비스 창출이 필요하다. 또 사용자가 제
품 및 서비스를 제공받을 때 안심할 수 있고, 누구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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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학기술동향 [2]

우리나라 나노기술 산업의 현황
- NANO KOREA 2004를 중심으로 -

2000년 미국의 국가나노기술전략(NNI; National

지난 8월 24일부터 서울의 COEX에서 나흘 동안 열린 국

Nanotechnology Initiative)이 발표된 이후 나노기술의 발

내 최대의 나노기술산업전시회인‘나노코리아 2004’
에전

전은 그 어느 기술 분야 보다 급속하게 이뤄지고 있다. 우

시된 제품들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나노기술 산업의

리나라도 2001년 이후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정책에

현주소를 고찰해 보았다.

힘입어 일부 기술과 연구 분야에서는 가시적인 성과들이

이번에 두 번째를 맞는 나노코리아 전시회는 우리나라의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바야흐로 나노기술은 발아기를 지

나노기술이 상용화된 제품을 보여줄 수 있는 수준이라는

나 서서히 그 모습을 드러내 놓고 있는 것이다.

것을 실증하는 현장이기도 했다. 정부에서도 과학기술부와
산업자원부가 공동으로 본 행사를 주최하는 등 매우 적극

미국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산하 나노기술소위원회 의

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장인 NSF의 미하일 로코는 2006년경이 나노기술 주도권
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가 될 것이라고 예견한 바 있다.
이것은 이 시기에 초기의 연구 성과가 가시화되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 0 0 6 년 경 : 나노기술발전 및 산업화의 획기적 전환점 예상

나노기술 주도권 확보의 중대시기

전문인력수요 200만명

나노기술의 S형 성장속도곡선
Nanotechnology Outcomes

2 0 0 6 년 경 : 세계 시장규모 1조 달러

<그림 2> NANO KOREA 2004 개막식

이번 행사는 전시전과 함께 나노기술 국제심포지움,
Time (R&D effort)
2001-2006

자료 : M. C. Roco, (2001. 8)
“International Strategy for nanotechnology research and development”
,
J of Nanoporticle Research, vol.3, no 5-6, pp. 353-360

<그림 1> 나노기술 발전의 S형 속도곡선

R&DB 세션 등을 동시에 진행하여 산업과 연구개발의 양
면을 동시에 보여주었다. 전시전은 국내 업체 뿐 아니라
세계 7개국 76개 기관이 참가하여 146개 부스에서 나노기
술 전시품을 전시하였다. 첫해였던 작년 전시회에 비해 올
해는 전시업체나 전시부스 모두 약 2배 이상 늘어나 규모

또한 일본의 히다치 종합연구소는 탄소나노튜브 및 PDP,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한 것으로 평가됐다.

수소저장장치 등은 이미 실용화를 앞두고 있고, 2007년경

주요 전시품목은 탄소나노튜브, 나노분말 등 나노소재에

에는 테라비트급 자기 디스크 장치, 나노 와이어, 고효율

관계된 것과 나노측정장비 등이었다. 이외에도 가전, 소

태양전지 등이 실용화 될 것으로 예측되며, 2010년 이후

자, 식품, 환경 등의 분야에 나노기술을 접목한 제품들이

에는 나노컴퓨터, 마이오마이크로 머신 및 프레온 분해 장

소개되어 지난해에 비해 많은 응용 제품들을 선보였다.

치 등이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국내 주요 참가업체로는 LG, 삼성 등 대기업 2개 기관,

우리나라 나노기술의 산업화 현황을 살펴보기 위하여

요업기술원, 전자부품연구원, KIST 등 연구원/대학이 10

여러 문헌적인 자료들이 활용될 수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개 기관, 나노종합팹센터, 특화팹센터 등 사업단 4개,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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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이엔지, 지올코리아, 프로테크코리아 등 분석/측정 업체 14개, 일진
나노텍, 나노기술, 나노텍 등 나노소재관련 업체 10개, 이외에도 다양
한 분야의 16개 업체 등 총 60개업체가 참가하였다.
우선, 가장 큰 규모의 나노기술 국책 프로그램인 프론티어사업단 3개중
에서는 테라급나노기술소자개발사업단(단장:이조원)과 나노소재기술개

<그림 3>

발사업단(단장:서상희)이 출품하였다. 이들 사업단에서는 주요 연구 성
과를 패널로 전시하였고 특히 테라급나노소자개발사업단에서는 나노기
술 교육용 만화‘보이지 않는 세계가 여는 미래, 나노테크놀러지’
를배
포하여 대중들에게 나노기술을 쉽게 설명하는 자료로서 좋은 호응을
얻었다. 나노소재개발사업단은 나노기술의 전기가 되었던 풀러렌
(Fullerene) 모형을 나누어 주기도 하였다. 건물 건립이 한창인 나노소
자 종합팹과 특화팹도 참가하여 향후 팹의 서비스 방향을 소개하였다.

<그림 4>

가장 큰 부스에서 가장 많은 나노기술제품을 선보인 곳은 역시 대기업
인 LG와 삼성이었다. LG그룹의 경우 LG전자/전자기술원, LG화학, LG
생활건강이, 삼성그룹의 경우 삼성전자/종합기술원, 삼성SDI, 삼성코닝
등이 참가하였다.
<그림 5>

LG전자의 경우 이미 다양한 상품 광고를 통해 눈에 익은‘은나노’가
전제품을 선보였다. 은이 가진 향균 특성을 나노기술을 이용하여 십분
활용한 제품으로 냉장고, 세탁기, 공기 청정기 등 건강과 직결되는 백
색가전에 적용한 제품들이다.
특히 LG생활건강은‘나노카본볼’제품으로 이번 대회의‘나노산업기술

<그림 6>

상 금상’
을 차지하였다. 이 신소재는 캡슐형 탄소 나노구조체로 연료전
지, 약물전달 시스템(DDS), 항균 탈취 등 IT, BT 분야에서 다양한 활용
이 기대되는 소재이다.
또 삼성전자는 세계 최소형 S램 셀을 개발한 공로로‘나노산업기술상’
대상을 차지였으며, 세계적 수준의 나노미터급 메모리와, MRAM,
PRAM, FRAM, 탄소나노튜브메모리 등 차세대 메모리 기술을 선보였

<그림 7>

다. 이외에도 삼성은 유기 EL 디스플레이, 나노파우더, 나노태양 전지
등 반도체 나노소재 등을 전시하였다.
이번 전시전에 소개된 나노기술 제품들은 크게 탄소나노튜브를 위시한
나노소재 제품들과 나노임프린팅 장비나 표면측정에 관련된 장비가 주
를 이루었다.
탄소나노튜브 생산에 관해 세계적 기술을 인정받고 있는 일진나노텍은
자사가 생산한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이중벽 탄소나노튜브, 다중벽 탄
소나노튜브 등 다양한 탄소나노튜브 소재를 전시하였고, 아직은 연구개
발 단계에 있지만 이를 활용한 탄소나노튜브 램프를 선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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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그림 3>나노소재의 원천-풀러렌 모형(나노소재개
발사업단) <그림 4>LG전자의 은나노 세탁기 <그림
5>삼성전자의 나노기술로 제작된 메모리소자 <그림
6>삼성SDI의 나노태양전지 <그림 7>일진나노텍의
단일벽 탄소나노튜브 <그림 8>일진나노텍의 탄소
나노튜브 램프

중소벤처 기업인 테크월드는 각종 소재를 성분변화 없이
30˜900nm 크기로 분쇄할 수 있는 건식 분쇄기를 출품하
였으며, 부스에서 칼슘을 분쇄하여 관람객이 직접 맛 볼
수 있도록 하여 눈길을 끌었다. 나노분말업체인 엔티베이
스는 은나노 분말을 벼 재배에 응용하였는데, 이는 농약
없이 농사지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은이 가진 항균 작용
을 활용하여 농약이 필요 없는 유기농 벼를 현재 시험재
배 중이라고 한다.

<그림 9> 태평양화학의 나노 <그림 10> 바이오플러스의 나노화장품
샴푸(나노테라피)

국내의 중견 나노임프린팅 장비 업체인 NND는 기존 장비
들과는 다른 방식을 사용해 수지잔류층의 두께를 일정하
게 할 수 있는 장비를 개발하여‘NANOSIS 610’
이라는
브랜드로 출품하였다.
일상 생활용품 중에서는 태평양화학이 이미 잘 알려진
‘Nano Therapy’
등 화장품과 샴푸 등을 선보였고, 포항공
대 벤처기업인 바이오플러스는 은을 활용한‘NANOVER’
라는 화장품류 제품과 항균성 기능 비누를 출품하였다. 이
들 제품들은 이미 시장에서 고가로 판매되고 있다.
<그림 11> KIST 나노환경연구센터의 나노기술 성과물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전자부품연구원 등 정부 출연연구소
들도 그동안 개발한 다양한 성과물들을 선보였다. 한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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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연구원은 나노소자분야의 스핀트로닉스기술, 지능
형 마이크로 시스템, 바이오칩 기술 개발 성과를 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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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도 나노기술 관련 성과
물들을 출품하였는데 나노기술발전을 위한 정보인프라 및
연구보고서들로서, 온라인 정보지원시스템인 나노넷
(Nanonet, www.nanonet.info)과 ‘나노위클리’,‘나노
기술연감’,‘나노기술분석보고서’,‘나노기술정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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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Norman Poire, Merrill Lynch)

<그림 13> 주요기술의 발전 연대

및‘나노기술용어집’등이다. 아울러 일반대중의 나노기술

튜브 디스플레이’
를 비공식적으로 공개하였다. 이는 세계

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세상을 바꾸는 작은 세계-나

적으로 매우 놀랄만한 획기적인 진전이다.

노기술’이라는 소책자를 제작해 배포하였다.
컴퓨터 IT 기술이 20세기의 핵심 기술이라면 21세기는 나
이상과 같이‘나노코리아 2004’
를 통해 국내 나노기술의

노기술의 시대가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다.

현주소를 살펴보았다. 이제 나노기술은 실험실에서 나와

그리고 나노기술의 결정적 시기는 예상보다도 훨씬 빠르게

우리의 일상과 함께 하고 있다. TV, 디스플레이, 세탁기

다가오고 있다. 우리나라가 연구 개발자 및 산업계의 적극

등의 가전제품과 샴푸, 화장품 등‘나노’
를 표방한 상품들

적인 노력과 함께 정부 차원의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IT

이 이제 더 이상 낯설지 않다.

분야 선진국 대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처럼, 나노기술 역시
그와 같은 노력을 통해 세계적인 NT(나노기술) 전쟁에서

나노기술은 생각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우리에게 다가 오

선도적 위치를 차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는 듯하다. 지난 8월 말 삼성종합기술원은 노벨화학상 수
상자인 헤롤드 크로토의 입을 통해, ‘60인치대 탄소나노

제공 _ 소 대 섭·나노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dasus@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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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학기술동향 [3]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 동향
- 조선콤퓨터센터(KCC)를 중심으로 -

머리말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 역설적으로 들리지만 최근 북한은‘강성
대국’
이라는 구호를 강력히 내세우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을 강
조하며, IT를 통한 단번도약을 꿈꾸고 있다.
북한이 꿈꾸고 있는 IT 강국은 아무래도 인도를 모델로 하는 듯
한 인상이 강하다. 자원 면에서 내세울 것이 없는 북한 입장에
서 믿을 만한 것은 오직‘인적 자원’뿐이고, 사회간접 자본이
나 기반시설이 없는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북한이 가는 길은 험하고 멀기만 하다.‘미국을 중심으
로 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라는 한계 상황에서 IT 산업을 끌
고 가야만 한다. 또, MS를 비롯한 세계 IT의 중심은 미국이라는
사실과 첨단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바세나르 등의 법규는 북한
IT 산업 구축의 걸림돌이다. 핵무기라는 키워드를 해결하지 않
고서는 발길을 옮기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북한이 이런 상황에서 선택하고 있는 길은 소프트웨어 분야의
역량 집중이다. 이 분야는 기반 투자를 적게 해도 가능하고, 우
수 두뇌인력들이 상대적으로 단기간의 교육만으로 상당한 성과
를 낼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북한이 할 수 있는 최적의 선택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이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을 집중시킨 것은 90년대부터이
다. 현재 북한의 IT 조직에서 대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인
조선콤퓨터센터를 설립하고 대학 등 여러 곳에 관련 기구들을
설치하면서 활발하게 움직이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북한 IT 기술의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는 조선컴퓨
터센터를 살펴봄으로써 북한의 소프트웨어 기술현황을 알아보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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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콤퓨터센터 전경>

조선컴퓨터센터의설립과위상

과 약 100명 정도의 석사급(북한의 학사) 인력을 두고
있다.

평양 만경대구역 청춘거리 선내동에 위치한 조선컴퓨터센

여러 차례 조직 변화 과정을 거친 KCC는 현재 전문화된

터(Korea Computer Center, KCC)는 1990년 10월 24일

하부 정보센터(IT Center)를 두고 있으며, 독립채산체적

에 창립되었다. 북한 IT 기술의 연구와 개발, 보급의 종합

구도로 운영되고 있다. 개발센터들 역시 독자적 운영 구도

적인 중심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 정보산업 발전의

로 움직이고 있다.

핵심기구로서 급속히 발전하였으며 정보산업 발전 방향과

리사회

전략을 작성하고, 소프트웨어 분야의 핵심기술 개발과 표

총사장

준화, 신기술 보급, 인재 양성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조선컴퓨터센터는 실질적으로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

계획/개발 부총사장

대외사업 부총사장

업무부총사장

경제사

이라는 정부 조직으로서의 기능도 수행하고 있고, 한우철
총국장 겸 총사장은 두 조직의 최고책임자 직임을 겸직하
고 있다. 올해 들어 국가소프트웨어산업총국은 북한 내부

관리부서
기업관리부서

재정부서

로동부서

판매부서

법률부서

에서‘제3산업총국’
이라는 명칭으로 불리며, 종전에는 부
처간의 이해가 다르고 경쟁적 역할 수행으로 조정 기능이

개발단위

개발지원단위

위상이 강화되었다.

삼일포정보센터

쏘프트품질관리센터

KCC는 설치 의도에 맞게 특별한 우대를 받고 있고 대외

삼지연정보센터

내나라정보센터

적으로도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듯하다. 특히 우수한 인재

만경정보센터

를 보장 받음으로써 많은 성과를 보이고 있기도 하다.

밀영정보센터

정보기술강습소

청봉정보센터

박사원

오산덕정보센터

조선콤퓨터쎈터
정보기술대학

기초연구단위

해외개발단위

약하였으나 금년 초부터 통합적 관리 기능을 부여 받아

조선컴퓨터센터의조직체계

어은정보센터
소백수정보센터

KCC에는 김일성종합대학, 김책공대, 이과대학 등 북한의
우수 대학 출신들로 구성된 고급 두뇌들이 모여 있다. 전
체 인원은 약 1,200명 정도이고, 평균 나이는 30세 정도로
젊은 인력 구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10명 정도의 박사급

11개도정보센터

김일성종합대학
정보쎈터
김책공업종합대학
정보쎈터
평양콤퓨터기술대학
정보쎈터

중국 베이징 개발소
중국 대령합영회사
중국 베이징지사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지사

발명국 정보쎈터
과학원 정보쎈터
과학기술통보사
정보쎈터
과학원
수학연구소정보쎈터
과학원 콤퓨터
연구소정보쎈터

<조선콤퓨터쎈터 조직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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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컴퓨터 실습현장>

3.1. 오산덕정보센터

집, 표 계산, 데이터베이스관리 기능을 통합한 종합적인

오산덕정보센터(구 조작체계프로그람쎈터)는 리눅스

office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자사전, 손글

(Linux)에 기초한 운영시스템 (Operating System) 개발을

입력(online handwritting recognition), 문서교정(spell

기본으로 하는 관련(operating environment) 기술에 대한

check)등 여러 가지 응용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연구 및 그 응용제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3.5. 청봉정보센터
3.2. 만경정보센터

청봉정보센터(구 언어정보처리쎈터)는 음성인식, 문자인식,

만경정보센터(구 망통신프로그람개발쎈터)는 정보통신기술

기계번역 등 인간의 자연언어에 대한 연구와 처리 기술을

분야의 각종 응용프로그램, 시스템프로그램, embedded

개발하고 있다.

System에서의 통신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6. 소백수정보센터
소백수정보센터(구 조종체계개발쎈터)는 컴퓨터에 의한 조

3.3. 어은정보센터

종 및 신호처리시스템의 연구, 개발, 기술 서비스를 담당

어은정보센터(구 정보보안연구쎈터)는 정보통신시스템의

하여 진행하고 있다.

인증, 정보의 암호화, 개별인식기술들의 연구 및 그를 이
용한 소프트웨어 제품의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3.7. 밀영정보센터
밀영정보센터(구 생체정보처리쎈터)는 인간의 생체정보에

3.4. 삼일포정보센터

대한 분석, 처리기술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한 다양

삼일포정보센터(구 사무처리프로그람쎈터)에서는 인공지능

한 생체정보처리제품들을 개발하고 있다.

수법(artificial intelligence methods)에 기초한 경기이론
(game theories)과 CG응용기술을 결합한 여러가지 지능

3.8. 삼지연정보센터

게임(AI Game)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있다. 또한 문서편

삼지연정보센터(구 다매체개발센터)는 Em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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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ltimedia Engine 개발과 Media stream server, 멀티미

북경에 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여러 나라의 기업들과 공

디어 열람 프로그램, 3DCG 기초 서고와 응용프로그램, 가

동 개발 사업을 추진하거나 주문형 개발, 교육 등의 일을

상환경(Virtual environment)에 대한 연구, MIDI Player

하고 있다. 주요한 대외 협력으로는 CGS(일본), 실버스타

개발, 멀티미디어 콘텐츠 개발 등 멀티미디어관련 소프트

(일본), 신화전자(중국), 대련합영회사(중국), 국제원조기구

웨어를 개발하고 있다.

(캐나다, 민간) 교육기관(CGD) 설립, 예멘 이민성, 중국천
문학연구소, 중국체신대학, UNDP, 홍콩 필라스국제그룹,

3.9. 개발 지원 조직들

삼성그룹, 독일 Flatnet회사, 불가리아 Festo 지사(본사;

북한 내 모든 컴퓨터 응용제품들에 대한 완제품검사를 담

독일), 독일 Fast사, 시리아 Ugarit 사 등과의 공동 사업

당하며 품질관리시스템에 대한 연구, 품질인증사업, 품질

이다.

감독사업과 프로그램기술의 규격화, 표준화사업을 담당하
고 있는‘품질관리센터’
가 있다.

맺음말

또한 KCC의 웹서버 콘텐츠 제작, 정보서비스를 담당하며,

북한은 국가적 과제로 Linux를 기반으로 한 OS 응용프로

국내외의 최첨단 정보기술 문헌 및 정보산업 자료와 프로

그램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그 중심적 역할을 하고 있

그램들의 분류 및 등록, 센터와 외부기관들에게 on-line

는 KCC는 대외 협력사업에 매우 적극적이며, 내부적으로

및 off-line방식으로의 정보자료제공 등 정보서비스를 담

는 생산성 향상을 내세우며 전문영역별 분화체제를 갖추

당하며, 최근‘내나라’
(www.kcckp.net)라는 북한의 대외

고 전문화를 지향하고 있다.

용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하는‘내나라정보센터’
(구 정보

종전 북한의 IT 개발 체제는 최상부에 보이기 위한 경쟁

봉사센터)가 있다.

적 모습이었다. 그래서 규모면에서 작은 영역을 두고 상호
경쟁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그런 경쟁은 기술 수준을

3.10. 교육훈련 조직

높이는 계기가 되기도 했지만, 한정된 인적 자원을 불필요

KCC에 필요한 기술인재들을 전문적으로 양성하기 위한

하게 소모하는 형국이 되기도 했다.

고등교육기관으로 김책공업종합대학 조선콤퓨터쎈터 분교
를 북한 최고의 공과대학인 김책공업종합대학 안에 대학

이제 북한의 IT 산업은 내부의 IT 수요 한계를 대외로 돌

과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다. 매년 200~300명 정도의 최

리고 있다. 대표적으로 중국 동북지역 특히 북경, 심양, 대

우수 두뇌들을 입학시켜 4년간의 전문 IT교육과정 가운데

련 등지에는 북한의 IT 전문인력들이 상당수 파견되어 일

이론과 실기를 겸한 교육과정을 통해 조선콤퓨터쎈터의

본, 중국, 한국 등의 프로젝트에 적극적 수주 활동을 하고

실무 인력을 양성하고 있다.

있고, 북한 내부에서는 장비의 한계로 할 수 없는 개발 업
무를 중국 현지에서 감당하고 있다.

또한 정보과학기술 부문의 학위 학직 소유자들을 양성하
는 기관으로‘박사원’
(우리의 대학원)을 두고 있다. KCC

북한의 소프트웨어는 지금껏 기술적 한계를 나타내왔다.

뿐만 아니라 외부 기관의 IT 인력이 교육을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것이 호환성이다. 또 네트워크형 시스템의 취약

학사반(우리의 석사에 해당)과 박사반을 두고 있고, 전일

성도 문제였다. 이는 북한 내부의 환경에 기인한 것으로,

제 교육을 받는 경우와 현직 업무를 하면서 학위과정을

북한이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IT 인

받을 수 있게도 해 두었다. 전문기술의 습득을 위한 기술

력의 국제화가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해외의 정

강습소를 두고 있으며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외국어 교

보수집과 활용, 그리고 디자인을 포함한 영역 전반에서 주

육도 병행하고 있다

체라는 미명하에‘우물 안 개구리식’
으로 이뤄지던 연구
형태를 벗어나야만 발전이 가능한 것이다.

조선콤퓨터센터의대외프로젝트진행

다행히 최근 KCC 등에서 모바일 콘텐츠 영역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어, 북한의 IT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

대외 협력이 취약한 북한의 여타 조직에 비해 조선콤퓨터

다.

센터는 중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해외 프로젝트를 추진
하고 있다. 특히 남북 협력사업으로 삼성전자와 함께 중국

글 _ 최 현 규·동향정보분석실 선임연구원·hkchoi@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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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과학기술동향 [4]

깨끗한 새로운 연료

DME
머리말
전 세계 대부분의 대도시에서 대기 오염이 점차 심해지고, 대기 환
경기준 역시 크게 초과하고 있다. 대기 중 오존과 먼지는 본질적으
로 모든 연소 설비로부터 배출되는 것이지만 그 중에도 매연과 오
존의 전구물질인 NOx의 큰 배출 원인은 트럭과 버스의 디젤 엔진
이다.
따라서 세계 각국은 트럭과 버스의 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규제를 시행 또는 제안하고 있다. U.S. Federal and State
Implementation Plans(미연방과 주의 실시계획)에는 NOx 배출한
계를 1.5내지 2.0g/bhp-h로 하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이미
중소형 자동차에 대하여 1998년부터 초저배출자동차(ULEV-Ultra
Low Emission Vehicle)규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 규제는 NOx와
탄화수소의 배출량을 2.5g/bhp-h, 매연을 0.05g/bhp-h 이하로 억
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를 만족시키려면 경유 대신 천연가스나 바이오매스로
부터 값싸고 깨끗한 대체연료를 대량으로 생산하는 프로세스가 요
망된다. 현재 메탄으로부터의 연료합성기술로는 피셔-트로프(F-T)
탄화수소의 생산과 메탄올 생산, 이 두 가지 프로세스가 상업적으
로 가동되고 있다. 그러나 F-T 탄화수소의 생산은 코스트 면과 생
산품이 석유계 디젤유와 비슷하다는 문제가 있고, 메탄올은 코스트
면과 함께 인간의 건강과 안전성 등에 문제가 있다.
디메틸에테르(Dimethyl ether : DME)는 현재 메탄올의 탈수반응으
로 제조되는데 프레온 가스의 대체품으로 세계적으로 연간 15만
톤 정도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최근 천연가스,
석탄 또는 바이오매스로 생산되는 합성가스로부터 한 단계 반응으
로 DME를 합성하는 저 코스트의 대규모 DME 생산기술이 개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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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대량의 DME를 값싸게 공급할 수 있게 됨으로써 그

는 농도는 프로판과 부탄이 5~10%인데 비해 DME는

우수한 자동 점화 능력과 고성능이며 깨끗한 특성을 지닌

8~12%로 약간 높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 돌연변이를 유

점에서 디젤유의 대체연료로 주목을 받고 있다.

발하거나 기형을 유발하는 문제도 없고 태아 독성, 발암성
등도 없다. 대기 중에서의 분해 시간은 최대 30시간 정도

DME의성질

이며 따라서 온실효과와 오존층의 파괴 등 환경적인 피해
를 유발할 우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DME는 화학식이 CH3OCH3로 표시되는 가장 간단한 에
테르이다. 일반적으로“에테르”
로 불리는 물질은 디에틸에

연료로서의DME

테르(Diethyl ether : DEE)로 그 화학식은 C2H5OC2H5로
서 DME와는 다른 물질이다. 초기의 고압법으로 제조된

디젤엔진 연료의 특징은 낮은 자기발화 온도인데 DME는

粗(조) 메탄올에는 불순물로 DME가 0.5내지 1% 정도 함

디젤용 경유와 거의 같은 온도에서 발화한다. DME는 그

유되었는데 저압법이 개발된 후 150ppm 정도로 적어졌

임계 압력(53.7bar) 이상에서 엔진에 주입되며, 높은 증기

다. 메탄올의 정제공정 중 분리 생산된 DME도 일부 남아

압으로 인해 주입과 동시에 기화된다. LPG는 옥탄가가 높

있으나 현재는 대부분 메탄올의 탈수반응으로 생산되고

아 휘발유 엔진의 연료로서 이용되고 있으나 DME는 세탄

있다. 생산량은 일본에서 약 연간 1만 톤, 세계적으로 연

가가 55내지 60으로 높기 때문에 디젤 연료로서 이용이

간 15만 톤 정도이다.

가능하고 경유에 비교하여 배기가스가 매우 깨끗하다는

DME는 일부 용제, 냉매로도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스

보고가 있다. 더욱이 DME는 산소 함유율이 높고 탄소-탄

프레이용 분무제(화장품, 도료, 농약 등)에 사용되고 있다.

소의 결합이 없기 때문에 디젤 엔진에서 문제가 되는 매

1931년에 스프레이 캔이 고안되었을 때 이미 DME가 분

연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DME의 중량 당 저위 발열량은

무제 후보로 거론되었으나 생산량이 적고“에테르”
로서의

28.8MJ/kg으로 프로판, 부탄, 메탄보다 낮으나 메탄올보

우려가 있어 실용화되지 못했다. 본격적으로 사용되기 시

다 높다. 기체로서는 59.3MJ/N㎥로 메탄보다 높은 발열량

작한 것은 스프레이 캔에 사용하는 프레온이 성층권의 오

을 가지고 있다. 증발열은 메탄올의 반 이하이며 안전관리

존층을 파괴한다는 사실이 밝혀져 그 사용이 규제되기 시

상 가장 중요한 특성인 폭발한계의 하한은 프로판, 부탄의

작하고 DME의 환경 특성 등이 확인된 뒤부터이다.

약 2배가 되어 누출에 대해 안전하다. 종래의 합성 연료는

DME는 비점이 -25.1℃로 상온에서 무색의 기체이다. 25

휘발유, 경유 등의 수송용 액체연료 대체에 한정되어 있었

℃에서의 포화 증기압은 0.6MPa로 낮고 압력을 가하면

으나 DME는 가정용, 수송용 및 발전용으로 광범위하게

쉽게 액화한다. 그 성질은 LPG의 주성분인 프로판, 부탄

이용이 가능하다.

등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장, 취급에는 LPG의 관련기술이

DME의 화염은 천연가스와 같이 청색이며 Webbe지수(가

응용된다. LPG와 같이 저압 실린더 안에서는 기체와 액체

스연료의 발열량과 흐름의 저항의 비)가 메탄과 거의 같기

가 혼재한다. 점도는 LPG에 가깝고 디젤유보다 낮지만 디

때문에 천연가스용 버너를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열효

젤 대체유로 장기간 사용해도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화학

율, 배기가스의 특성도 비슷하다. 이미 중국에서는 일부

적 조성은 에탄올과 같이 C2H6O로 표시되나 열량(LHV)

비료용 암모니아 합성의 부산물인 메탄올로부터 제조한

은 에탄올 보다 8.4% 높다. 상온에서 액체 밀도는 프로판

DME가 LPG 대체연료로서 유통되고 있다.

과 디젤유의 중간으로 -162℃에서의 LNG의 값에 가깝다.
가연범위는 탄화수소 연료보다 약간 넓다. 냄새는 거의 없

NKK에서는 DME를 연료로 4기통, 배기량 3,600cc의 디젤

으나 약간 단맛 같은 냄새가 난다. DME는 금속을 부식하

엔진 트럭의 주행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DME는 경유에

지 않는다. 고무 종류 가운데는 팽윤하는 것도 있으나 예

비해 점도가 낮기 때문에 연료 분사 시스템을 일부 개조

를 들어 NBR(Nitrol Butadiene Rubber)는 정적 및 동적

하였으나 엔진 본체는 그대로 사용하였다. 경유를 사용하

조건에서도 사용 가능하다.

는 경우는 출력의 상승과 함께 매연이 발생하였으나 DME

프레온을 대체하는 분무제로서의 사용에 앞서 각종 독성

의 경우는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NOx의 배출 및 소음도

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메탄올보다도 독성이 낮고 LPG

저감되었다. 출력 당 연료소비는 열량환산으로 경유와 같

와 같은 정도의 매우 낮은 독성이 확인되었다. DME는 약

다. 발진, 가속, 정지 등의 주행성능은 경유운전과 차이를

한 마취성이 있으나 수 분간의 흡입으로 마취상태에 이르

느낄 수 없었고 보다 조용하였다. Sato 등은 DME를 연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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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면 매연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순환 비를 높일 수

이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NKK는 1997년도부터 약 2

가 있어 순환 비 50%에서 NOx 배출이 20분의 1로 감소

년 동안 일당 5톤 실험 플랜트를 설계, 제작, 설치공사 등

한 결과를 얻었다. DME를 사용하는 버스나 트럭은

을 거쳐 1998년 8월 태평양탄광 구시로 광업소 내에 완공

EGR(배기가스 순환)이나 배기가스의 후처리 없이 캘리포

하였다. 합성가스는 태평양탄광의 탄광가스(메탄 40%, 공

니아 주의 ULEV 규제(NOx: 0.24g/마일, 탄화수소: 0.04

기 60%)를 산소로 부분 연소시켜 제조하였다. 탄광가스만

g/마일)를 달성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DME에는 매

으로는 합성가스 중 질소의 농도가 높아 합성가스 조성에

연 발생의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부하 추종성을 더욱 더 향

제약을 받기 때문에 원료로 프로판을 병용하였다. 가스화

상 시킬 수 있다. 1994년 모델 디젤 엔진의 연비를 유지

기에 투입하는 수증기 및 CO2의 양으로 발생하는 가스의

하면 DME의 NOx 배출량 레벨은 2.0g/bhp-hr 밖에 안

H2/CO 비를 조절할 수 있다. 합성가스는 냉각 후 가압기

되고 분진 배출량(그것도 모두 윤활유에 기인한 것이지만)

로 승압되고 탄산가스를 제거한 뒤 DME 합성 슬러리 층

도 대폭 저감되어 캘리포니아 주의 ULEV 기준을 달성한

반응기(내경 약 55㎝, 높이 약 15m)에 도입 된다. 반응 생

다. 더구나 DME를 연료로 사용할 때 냉각 EGR을 채용하

성물의 DME와 CO2, 미반응 가스는 냉각 분리되고 그 중

면 분진 배출량의 증가 없이 NOx 레벨을 10g/bhp-hr까

미반응 가스는 일부 퍼지 가스를 제외하고 재순환 가압기

지 더욱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에 의하여 다시 반응기로 돌아간다. DME 중에 포함된

DME는 메탄올과 같이 쉽게 수증기 개질이 가능하고 독성

CO2, 메탄올과 물은 증류 분리되고 제품 DME는 탱크(용

이 없어 미래의 연료전지 자동차의 연료로서도 기대되고

량 10 톤)에 저장된다. 분리된 CO2는 합성가스 원료로서

있다. 발전용 가스 터빈의 연료로서의 이용도 실험되고 있

가스화기로 재순환된다.

다. 인도에서는 중동에서 천연가스로부터 제조한 DME를

NKK는 1999년 9월에 합성가스 제조 실험, 10월과 11월

발전용으로 도입하는데 대한 타당성 검토가 수행되고

에 각 1회, 약 3주간의 DME 합성실험을 수행하였다. 프

있다.

로판 가스 100%로부터 탄광 가스 100%(합성가스 중 질소
농도 40%) 까지 원료를 변화시키며 합성실험을 하였다.

DME의합성기술

합성가스 제조, DME 합성 등 실험 플랜트의 운전상태는
지극히 안정되었다. 슬러리 층 반응기 내의 온도는 목표

과거에는 DME를 메탄올의 탈수반응으로 생산하였으나

온도(260℃) 부근에서 거의 균일하게 제어할 수 있었다.

DME를 연료로 이용하려면 값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필요

온도(260℃) 압력(5MPa) 조건에서 소형의 벤치 플랜트와

가 있어 합성가스(수소와 일산화탄소)로부터 직접 DME를

같은 전환율을 달성하였다. 2000년 6월, 7월에 약 3주간

합성하는 기술이 최근 수년 동안 개발되고 있다. DME 제

의 실험을 각 일회 실시하였다. 재순환 비를 조절함으로서

조의 원료가 되는 합성가스는 석탄, 천연가스 외에 석유잔

총 전환율 95% 이상을 달성함과 동시에 DME 일당 약 5

사, 바이오매스 또 장래에는 태양광 발전 수소 등 다양한

톤 제조에 성공하였다. 제품 DME의 순도는 99.5% 이상으

자원으로부터 얻을 수 있어 높은 공급 탄력성이 기대된다.

로 불순물로 문제가 되는 메탄올과 수분의 합계는
100ppm 이하였다. 2000년 9월부터 11월에는 약 2개월간

DME 합성기술 실용화 개발의 핵심은 (1)높은 전환율, 높은

의 장기연속안정운전을 실시하여 이 기술의 실용성에 대

선택도의 DME 합성 프로세스 확립 (2)슬러리 층 반응기

한 확신을 얻었다. 최종 2001년에는 실용규모 토털 시스

내부 온도 제어방법 확립 (3)스케일 업 기술의 확립 (4)토

템의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털 시스템의 예측과 평가 이 네 가지이다.

스케일 업에 대하여 슬러리 층 반응기 내의 현상은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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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하부의 가스 분산기에서 발생하는 기체 방울의 크기와
슬러리 층의 깊이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가스 분
산기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반응기의 직경을 압력 용기의
제작 가능 상한인 8m로 확대하고 슬러리 층의 깊이를 2
배인 20m로 하면 단면적은 약 200배, 슬러리 부피는 약
400배가 되어 단일 반응기로서 일당 생산량 2,000톤 규모
로 스케일 업이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최근‘할도르 톱쉐’
사도 합성가스로부터 DME를 직접 합
성하는 프로세스를 개발하였다. 합성가스로부터 DME를
직접 합성하면 화학 평형적으로 메탄올 합성보다 저압에
서 가능하고 메탄올을 거친 합성법에 비해 에너지 소모가
적다.

DME의경제성
1997년부터 3년간 덴마크 정부, 연구기관, 버스 회사, 스
웨덴의 자동차 회사, 노르웨이의 석유회사 등이 참여하여
덴마크에서 DME 버스의 노상 주행실험을 했다. 이 실험
은 DME의 디젤 연료로서 세계 최초의 실용 실험으로 주
목을 받았다. DME는 디젤을 사용하고 있는 발전용 터빈
의 연료로서도 깨끗한 연료로 효용이 크고 LNG 보다 취
급이 용이하여 중소 규모의 가스 유전에서도 값싸게 제조

연료를 대차하기 위한 도입 한계 가격은 열량 등가 CIF가

할 수 있어 주목을 받고 있다.

격으로 6 US$/MMBtu로 추정되기 때문에 위의 가격이면

자동차용 연료로서 다량 사용되기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DME의 생산은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필요가 있는데 제조 코스트를 낮추기 위해서는 스케일 메

DME 제조 코스트를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단

리트도 필요하다. 발전용 연료로서 DME가 다량 사용되면

일 플랜트로 현재의 최대 메탄올 플랜트의 4배 규모의 거

DME의 가격이 대폭 저감되어 자동차 연료로서 보급도 쉬

대 플랜트를 건설할 수 있다는데 있다. 즉 단일 플랜트로

워질 것이다. 발전용, 자동차용으로서의 새로운 연료의 보

일일 최대 800만 ㎥의 천연가스로 경유 4900톤 상당의

급은 관민이 일체가 되어 추진하는 프로젝트가 필요하다.

DME를 제조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덴마크 등의 프로젝트 이외에도 스웨덴, 노르
웨이, 네덜란드, 캐나다, 러시아, 미국 등에서 DME 연료

결론

이용에 관한 프로젝트가 구체화하고 있다.
천연가스의 소비 원단위는 1,114N㎥/톤-DME이다. 천연

상업적 규모로 스케일 업이 가능한 DME 생산기술의 확립

가스로부터 냉(Cold) 가스 효율은 71.0%이다. 프로세스

은 물론이고 유통 및 이용기술 확립과 기기 생산 체제의

내에 필요한 유틸리티는 퍼지 가스와 회수되는 폐열로 충

구축이 장래의 과제이다. DME 연료의 각종 법률, 기준의

당 된다. 천연가스로부터 생산된 DME의 CO2 배출 원단위

정비, 적용 법규의 수립, 연료 규격, 공급 기기의 안전설계

는 제조 단계 0.112g-C/10kcal, 연소단계 0.756g-C/10

기준 제정에 대하여는 관련 업계, 행정기관과 협력하여 추

kcal, 합계 0.868g-C/10kcal이다. 플랜트 규모 1만 톤

진할 필요가 있다. DME의 본격적인 상용화에는 제조-수

/day(333만 톤/year)에 대하여 천연가스 가격, 수송거리가

송-이용에 걸친 DME 체인의 구축이 필요하다. 국내 유통

DME 가격에 미치는 영향은 가스 가격 0.5내지 1.0

망의 정비는 현재의 LPG 유통망의 활용이 유리하다고 생

US$/MMBtu에서 DME의 FOB가격은 3.0내지 3.6

각된다.

US$/MMBtu로 수송거리 12,000km의 CIF 가격은 4.1내지
4.7 US$/MMBtu이다. DME로 현재 수입되고 있는 기존

글 _ 김 재 설·KISTI 전문연구위원·jsurlkim@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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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과학기술 정보기관 |

JST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
(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
글 _ 박 한 철·대외협력과·hcpark@kisti.re.kr

JST는 어떤 기관인가?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는 과학기술 정보의 수집·가공 및 확산
을 주요 업무로 하는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ST)와 신기술의 위탁개발이나 창조과학기술사업, 기초연구사업
및 연구교류사업을 주된 업무로 하는 신기술사업단(JRDC)이 1996년 통합된 기구이다.
JST는 일본의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중심기관으로서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에 관한 업무, 연구교류에 관한 업
무, 신기술창조에 이바지하는 기초연구 및 신기술의 개발, 그리고 그 성과를 보급하는 등의 과학기술기본법
(1997년 제정)이 목표로 하는 과학기술의 진흥을 위한 기반 정비를 그 사업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의 내용은 크게 신기술개발, 신기술사업화,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촉진, 연구교류지원, 과학기술 이해증진
등으로 나누어 추진되고 있다. 이 가운데 과학기술 정보의 유통사업은 과학기술 사업본부인 JICST가 주관하
며, 과학기술 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작성과 제공, 과학기술의 고도이용 기술의 개발, 과학기술 정보활동에
있어서의 국제협력 등의 세부사업으로 나뉜다. 일본 가와구치현과 도쿄에 본사를 2개 운영하고 있고 연구원
포함 약 3,5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연간예산은 109,422천만원이다.
JST 사업예산
(단위:천만원)

구분

신기술개발

신기술사업화

과기정보유통

연구교류지원

과기정보이해증진

기타

예산

109,422

14,857

13,943

8,277

6,275

8,736
*2003년 10월 기준

1) 신기술개발연구
① 연구개발전략센터(CRDS)
과학기술분야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 및 미래 국가발전 전략은 필수적이다. JST는 기초연
구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의 연구개발 전략 강화를 위해 연구개발전략센터(CRDS)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CRDS는 JST 프로그램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연구개발 전략을 수립한다. 이는 일본과 다른 국가들의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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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분야 연구개발 동향을 수집하고, 핵
심적인 분야를 선별한 다음 이에 따른
사회경제적 수요를 분석하여 그 전개
과정에서 예상되는 신기술을 규명한다.
CRDS에 의해 수립된 R&D전략은 연
구분야 설정, 연구관리자 및 어드바이
저 선정과 같은 JST의 기초연구 프로
그램 정책결정에 활용된다.
CRDS 조직도

② 기초연구 프로그램
2002년 JST는 국가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기초연구 프로그램을 Proposal-Oriented Type과
Supervisor-Oriented Type으로 전면 개편하였다. 전자는 각 대학, 공공 및 민간연구소로부터 연구제안서를
접수하여 연구분야별 수퍼바이저가 자문단의 협의를 거쳐 지원과제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연구과제는
연구원이 자신이 속한 연구소에서 수행한다. Supervisor-Oriented Type은 전자와 달리 연구분야별 수퍼바이
저가 직접 원내 공모를 통해 연구팀을 구축한 후 프로젝틀 수행하는 방식이다.
지원방식별 연구프로그램
연구프로그램

지원방식

- CREST(Core Research for Evolutional Sci-Tech)
Proposal-Oriented

- PRESTO(Precursory Research for Embryonic Sci-Tech)
- SORST(Solution Oriented Research for Sci-Tech)
- Nanotechnology in JST Basic Research

Supervisor-Oriented

- ERATO(Exploratory Research for Advanced Technology)
- ICORP(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Project)
- ACT-JST(Research & Development for Applying Advanced Computational

Others

Science & Technology)
- RISTEX(Promo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for Society)

2) 신기술사업화
① 기술이전
JST는 대학, 공공 및 민간연구소등에서 개
발한 신기술의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기술이전지원센터는 특허출
원, 기술이전, 인력개발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하고 있으며 전문가들이 기술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계하는 기술이전 양성프로그램
을 운영하고 있다.
JST 기술이전지원센터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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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술개발 지원프로그램
JST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술개발 위험도가 높은 신기술을 선별하여 기업들이 개발에 전념할 수 있도록 자
금지원을 하고 있다. 지원금액은 1억에서 20억 범위 내에서 6년간에 걸쳐 지원되며 기술개발 실패시 상환의
무는 없고 기술개발에 성공하면 투입자금을 8년에 걸쳐 균등하게 이자 없이 상환하게 된다.

3)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촉진
① 과학기술정보 개발 및 확산
JST는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다양한 정보자원을 수집하고 이를 가공 및 DB로 제작하여 일본의 과학기술 경
쟁력 강화에 기여하고 있다. DB 제작을 위한 정보자원은 약 12,000종의 간행물, 기술보고서, 공공데이타 그
리고 다양한 형태의 과학기술정보들이다. 수집한 정보를 이용하기 쉬운 형태로 가공하는 과정은 JST가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다. 각 분야의 연구자·기술자의 협력에 의해, 연간 70만 건에 이르는 정보를 2차 자료화
하고 있다. 또한 정보의 가공으로부터 제공까지 전 과정에 걸쳐 JST는 대형고성능 컴퓨터로 정보를 처리한
다. 이 종합정보처리시스템은 JST가 총력을 기울여 연구·개발했다.
○ On-line 정보서비스
구

분

수록내용

JOIS(JST Online
Information System)
M&P Database
STN International

-과학기술, 의학, 원자력 분야 21,740,000건을 보유한 일본 JST 최대 DB
-검색시스템 제공 JOISEasy(entry-level search, advanced-level search),
JOISLink(Full-text Linking Service)
-의학 및 제약분야에서 발간된 450,000건의 Full-text article 수록
-키워드, 저자, 공동연구자, 기관명 등으로 검색가능
-일본 JST, 미국 CAS, 독일 FIZ Karlsruhe 공동연계 DB
-STN Tokyo Service Center를 통해 약 3억 건 이상의 과학기술정보 제공

○ JOIS(JST Information System) Databases
DB 종류

수록기간

데이타건수

주제분야

14,000

과학기술

-세계 50개국 과학기술 초록정보
-세계 50개국 과학기술 초록정보

JSTPlus

1981-

JST7580

1975-1980

2,200

과학기술

JMEDPlus

1981-

2,800

의학

JAPICDOC

1983-

250

의학

NUCLEN

1981-

590

원자력

-

1,900

JCHEM

화학

수록내용

-일본 의학분야 초록정보
-의학분야 안정성 및 약효정보
-정부정책, 기술, 간행물 관련 정보
-CAS 등록번호, 분자구성, 시스템 체계 등

○ STN Major Databases
DB 종류

수록기간

데이타건수

주제분야

CA

1907

22,000

화학

-화학공학 초록

CAplus

1907

23,000

화학

-CA File 초록

REGISTRY

1957

58,000

화학물질

WPINDEX

1963

13,000

특허

-세계 40개국 특허

BIOSIS

1969

14,000

생물

-생명공학 초록

INSPEC

1969

7,700

공학

-물리학, 전자, 전기공학

COMPENDEX

1970

5,600

공학

-공학 및 기술분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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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내용

-화학물질의 이름 및 구조

○ 출판 및 번역서비스(Publication and Translation Services)
JST는 CBST(Current Bibliography on Science and Technology)를 통해 국내외 과학기술 주요 정보를 11개
분야로 나누어 책자와 CD-ROM 형태로 발간하고 있다. 그 밖에 JST 소장자료 정보(책자,CD-ROM) 그리고
정보처리 및 관리 저널지인 JOHO KANRI(Journal of Information Processing and Management)를 매달 발
간하고 있다.
또한, JST는 차제 개발한 기계번역시스템(JICST Machine Translation System J to E)을 이용하여 일본 과
학기술정보를 영문 DB로 제작하여 보급하고 있다. 이 번역시스템은 패키지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데 CDRom에 내장된 약 690,000 단어를 활용하여 과학기술 및 의학관련 용어에 대한 수준 높은 번역을 제공하고
있다.

4) 연구자 교류 및 연구지원
① CREATE(Collaboration of Regional Entities for the Advancement of Technologcal Excellence)
CREATE는 일본 각 지역정부가 중앙정부가 선정한 핵심연구 분야의 특정 R&D 과제를 선정하고, 그 분야에
서 연구개발 잠재가능성이 높은 특정과제를 각 대학, 공공연구소, 실험실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
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역연구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구주제는 심층개발 되고 활용되어지도록 연구에 참여
한 기관이나 연구자들에게 이관되어진다.
② Regional R&D Foundation Program
JST는 대학 및 연구기관들의 연구결과물 및 원천기술에 대한 지역정부의 양성 노력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개발된 기술의 실제 활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역정부가 임명한 4명의 조정관들이 하기의 임
무를 수행하고 있다.
- 산업체, 학계 그리고 정부간 연구개발 네트워크가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역 내
대학 및 기타 연구기관의 연구결과 및 원천기술 조사
- 연구결과 및 원천기술의 활용성 평가 및 유망기술에 대한 수요조사
- 이러한 결과물들을 JST 기술이전프로그램 및 유사 프로그램에 이관
③ Multidisciplinary Research Exchange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연구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론을 통해 기존의 개념과 상식을 벗어난 새로운 아
이디어나 기술개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JST는 세 가지 형태로 지원하고 있다.
첫 번째. 약 50명 규모의 참가자들이 며칠간 다양한 주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는“포럼”
, 이를 토대로 약
20명의 참가자들이 보다 심도 깊은 토론을 하는“워크샵”그리고 약 10명의 연구원들이 테스크포스 형태로
신기술분야에 대한 조사를 하는“신기술 선행연구”등이다.
④ Cooperative System for Supporting Priority Research
국가연구과제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JST는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각 공공연구소 및 개별 연구기관에
연구분야의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엔지니어를 파견하여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현재 약 86개 연구소에 350
명 정도가 파견되어 있으며 파견기간은 최장 5년이다.
⑤ Infrastructure Improvement of International Research Exchange
JST는 JAFoE(Japan-America Frontiers of Engineering Symposium)을 개최하고 있다. 이 심포지엄의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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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젊은 연구원들이 새로운 연구가능성을 발견하고 분야별 상호 연계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심포지움은 45
세 이하의 약 65명의 일본 및 미국의 연구원들이 의견교환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5) 과학기술 대중화 지원
오늘날 과학기술의 역할 및 중요성에 대한 이해도 증진은 어린이뿐만 아니라 성인들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취지에서 JST는 과학센터를 통해 다양한 과학기술 대중화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과학
전시 및 실험 아이디어 컨테스트, 과학기술 대중화 풀뿌리 지원활동, JST 로봇게임, IT 활용 과학기술 연구
지원, 인터넷을 사용한 로봇 전투 그리고 과학기술 채널 및 JST 가상센터 등이 대표적인 활동들이다.

기초기술의 개발에서 첨단정보 유통까지
21세기의 새로운 과학기술행정 체제 구축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일본은 대대적인 정부조직 개편
에 착수했고 국가 경쟁력의 핵심요소인 과학기술의 효율적 지원강화 및 업그레이드를 위한 관련부처의 조정
은 필수적이었다. 이에 과학기술 및 교육을 담당하던 과학기술청과 문부성이 통합되어 문부과학성(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이라는 부처가 탄생했다. 이는 결국 과학기술 경쟁
력 강화와 교육, 그리고 과학문화 수준 제고의 세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으려는 일본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과학기술의 R&D 관련 활동에 연관되는 많은 연구소들에게도 영향을 끼쳤다. 1996년 일본과
학기술정보센터(JICST)와 신기술사업단(JRDC)의 통합으로 설립되었던 일본과학기술사업단(JST)은 2003년 9
월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 Japan Science & Technology Agency)로 재탄생함으로써 신기술개발, 신기술
사업화,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촉진, 연구교류지원, 과학기술 이해증진 등을 주요 사업목표로 수행하는“일본과
학기술창조입국”
의 중심에 서게 된다.
연간예산 1조원을 운영하는 일본 최고의 과학기술정보연구소인 JST는 과학기술진흥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산·학·연·관을 연계하는 다양한 연구개발 지원시스템 구축을 강화하고 있으며 미국 및 유럽
지역에 뒤쳐져 있는 기초기술 개발 및 원천기술 확보와 첨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한 정보 인프라망 첨단
화를 통해 21세기 기술 이니셔티브 선점을 선도하는 연구소로 거듭나고 있다.

JST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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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산학관 제휴추진회의

| I LOVE KISTI |

네트워크의 수호천사

“KISTI의 문을 두드려보라”
글 _ 김 성 환·광주테크노파크 교육정보팀장·whitekim@gjtp.or.kr

광주테크노파크는 1단계 단지 준공시기에
지난 2001년,
맞춰 내부 네트워크 및 인터넷 환경 구성을 위한

13곳 중의 하나다. 산업자원부와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지역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을 진행했다. 1단계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업, 창업보육사업, 시험생산, 정보유통사업과 함께 기술혁신

향후 추가되는 단지를 고려할 때 초기 정보시스템은 확장성과

인프라 구축 및 각종 지원사업을 병행하고 있는 곳이다.

안정성 확보가 관건이었다.

또 광주테크노파크가 자리 잡고 있는 광주 첨단산업단지는, 광

그러나 30개가 넘는 기업과 센터의 네트워크를 담당하는 인원

주시의 산업 클러스터 단지 조성 전략에 의해 만들어진 연구

은 단 한명뿐이었기 때문에, 인력부족과 경험부족으로 네트워

단지로, 기업과 연구소 등 현재 총 200여개의 기관이 들어서

킹은 난항을 겪고 있었다. 일반 사기업에 네트워킹을 맡길 수

있다. 대전으로 치면 대덕과학연구단지와 같은 기능을 하는 곳

도 있었지만, 그럴 경우 객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트워크

이다.

시스템이 순조롭게 잘 되었는지, 적절한 가격에 설치가 되었는

그 중에서도 광주테크노파크는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센터 기

지 하는 것들을 검증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었다.

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테크노파크에 입주해 있는 기업이 각종

이때, 정말로 우연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초고속망

과학기술정보를 취득하기 위한 네트워크는 물론이고, 첨단산업

응용기술지원사업’
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국가 차원의

단지 내에 있는 각 연구기관들 사이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위

초고속연구망을 구동하고 있을 정도로 네트워킹에 관한 한 국

해서도 테크노파크의 네트워킹 시스템은 매우 중요한 것이었

내 최고 수준인 기관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네트워킹을 무상

다. 그리고 KISTI는 그런 문제들을 한 번에 해결해 준, 네트워

으로 지원한다는 것이었다. 기술력과 경험과 공공성을 동시에

크의 해결사였다.

대학 등이 출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산학연공동연구개발

갖춘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야말로 하늘에서 내려온
동아줄을 잡는 것 같은 기회였다.

2001년, 2단계 건물을 시공하는 시점에서 광주테크노파크는

우리는 곧바로‘초고속망 응용기술지원사업’
에 지원을 했고,

두 번째로 KISTI의 도움을 받았다. 이번에는 장비구성과 네트

다행히 수혜기관으로 선정되어 KISTI 초고속연구망사업실 소

워킹 계획서까지 다 짜 논 다음에 그것에 대한 평가를 부탁했

속 김광호 연구원과 이행곤 연구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됐

다. 일종의 컨설팅 자문을 받은 것이다. 당시 KISTI 연구원들

다. 두 연구원은 아주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를 구입해야 하며,

의 자문대로 설치한 네트워크 시스템은 지금까지도 큰 문제없

그 장비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 지에서부터 최종 기술검수

이 순조롭게 운영되고 있다.

에 이르기까지 네트워크에 관한 각종 컨설팅과 기술지원을 아
끼지 않았고, 덕분에 1단계 단지의 네트워킹은 매우 빠르고 안

2003년, 광주테크노파크는 세 번째로‘초고속망 응용기술지원

정적인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됐다.

사업’
의 수혜기관이 됐다. 이때는 1단계와 달리 2단계 건축공

광주테크노파크(GJTP)는 전국적으로 지정된 시범 테크노파크

사를 통해 3개의 건축물이 지어진 상태였고, 추가로 규모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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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해외
견문록

An i nternship a t t he K orean
Institute o f S cience
Technology I nformation

글 _ Leila Mechentel(KISTI 연수생·프랑스)

It

is not an easy task, even in retrospect to find reasons why I wanted to come and work in such a far away place

culturally and geographically as Korea. A few weeks ago, I had only little knowledge of Korea and its people as well as
the Supercomputing Center at KISTI, but I have now come to enjoy it and I will certainly be returning to my home
country, France, with a lot more memories than I could have thought of.
Since the beginning of July, I have had the chance to be able to work at the KISTI Supercomputing Center as an intern
college student for the summer of 2004. This one-month internship has brought me so much up to now and I am sure 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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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will teach me even more things before I leave after

oriented to a very different public: mostly children.

this amazing experience. I wish I could just extend my

This experience gave me a new view on a very

stay! Of course, I apprehended a little bit my stay in

different effort that KISTI maintains: science

Korea, like any foreigner would do. Would I make

communication for the public. I was able to experience

myself understood? Would I find my way? But

how children are just as curious and interested in

actually these questions were all erased after my first

science as in my home country. The Science festival

day. Getting adjusted was no problem since everyone

was captivating. This was a full day with new

was very kind, understanding and patient.

information again and a very exciting experience.

Since I have arrived, I have been doing different types

I have been able to see three aspects of KISTI’s

of work for the KISTI Supercomputing Center as well

various efforts in different areas such as research,

as attending special meetings here at Daejeon. In

science communication for the public and finally,

addition, I was able to extend my experiences with

building communities of Korean scientists who have

KISTI representations outside of Daejeon which I

been living abroad. Indeed, when I attended the YTEC

hadn’
t planned at all.

reception I realized that the Korean government was

I was very lucky to be able to attend HPC Asia 2004 in

trying very hard to bring together young Korean

Japan with Ms. Suh, a researcher who was managing a

scientists who are living abroad in order for them to

KISTI booth, in order to inform researchers and

build relationships, share information, experience etc.

directors of KISTI’
s projects and resources. The week

This program gave me an additional view on KISTI’
s

went by too fast and I enjoyed being in close contact

efforts. One special program: KOSEN seems to be

with researchers, directors etc. who answered my

working very hard to reunite these Korean researchers

questions and even gave me some advice. HPC Asia

who have been and are still living abroad. The Cafes

has shown me that KISTI has become an active player

and off-line communities seem to become used

on the international level. I could also see that a lot of

throughout the world.

researchers were interested in the Grid activities and

During my internship I have learned a lot and gotten an

most of them were even surprised on the infrastructure

overall view of the supercomputers and how KISTI

Korea has built and is continuing to build. HPC Asia

works which has broadened my views on information

revealed to me that researchers were surprised by

technology. Before coming to KISTI, I had very little

Korea’s advanced possibilities. On the other hand,

knowledge about supercomputers or what the

conference dinners or lunches and even meeting

researchers here actually did. I have been very

business people and researchers made it a new type of

surprised about KISTI’
s resources. I have seen all of

world for me with so many new things to learn about. I

the supercomputers and have been amazed at how well

don’t have one single regret. HPC Asia was a very

equipped KISTI is. I had learned in school that Korea

interesting experience which opened my mind to a

had been developing its IT infrastructure but since I

different aspect of the usual KISTI Supercomputing

have been working here, I have seen with my own eyes

Center work schedule in Daejeon.

what has been done and the advancements that have

Another very exciting trip was to Seoul with Mr. Song,

been made in the past years.

the Chief of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Section. I

Though my internship was based in the KISTI

attended the 2004 Korea Science Festival where

Supercomputing Center, I have also learned and

another KISTI booth was held but this time it was

experienced many different things outside of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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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center. Indeed, lunch time has always been a

meals and many other things. I have really been getting

type of trip for me since I never knew in advance what

adapted to this country and have tried to offer insight

will happen. I have had to adjust to the language first

about my past experiences as well as the French

of all, new eating habits, traditional Korean food which

culture. I have taken some time to visit Daejeon and

is very spicy for me, and of course to the dining wear.

the nearby areas visiting museums, attending tours of

These meals were just as important for my experience

the different cities and towns, and just walking around

as the actual work place. Of course, there have been

which I will also keep as good memories.

some funny moments which I won’
t forget: trying to

My experience at the KISTI Supercomputing Center

speak Korean, exchanging cultural heritages,

has widened my perception of things by allowing me

comparing breakfast meals or even trying desperately

to see first hand all of its efforts. KISTI is not just a

to eat with chopsticks but having to order a fork in

simple research center as I had thought, but a complex

most cases! I don’
t think that I can become Korean in

science center achieving many different goals whether

one month but I have tried as hard as possible to get

in research, science promotion or community building.

used to this new life style and learn a little bit of

This one month internship has given me the chance to

Korean.

learn about the Korean culture, work life and much

Many events have taken place during my stay to allow

more, at the Korea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me to see that the researchers who work very hard can

Information as the acronym stands for. I certainly have

also take some short time to enjoy themselves. I have

gotten all that I could have hoped for but I can't

been to the summer lunch as well as special snacks to

possibly sum up everything about what my experience

celebrate birthdays or returns from overseas business

was like because it was everything except boring. I

trips! This was a very different atmosphere but it has

have seen and experienced so many wonderful things.

all been part of my wonderful experience.

My internship in Korea and more specifically at the

My stay in Korea has been remarkable and I don’
t feel

KISTI research center will remain a fascinating

like I have been here only a couple of weeks. The

experience which seemed too short but I just wish it

morning commute on the bus with the Korean people

could be done again! I will remember my Korean

has always been fun and interesting as well as ordering

experience for a lifetime.

해외견문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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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자뷰 현상
제1편

미모양은 어디서나 튄다.
유행의 첨단을 날아다니는 패션감각에 슈퍼모델 뺨치는
비너스 몸매, 거기다 종이라도 벨 것 같은 날카롭고 높은

똑똑

콧대. 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미모양은 캄캄한 무대 위에

씨

서 혼자 핀조명을 받는 뮤지컬의 주인공처럼 환하게 빛
난다. 적어도 똑똑씨에게는 말이다.

직 업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선임연구원
나 이 : 35세
신 장 : 182cm, 체 중 : 65kg
외 모 : 매우 스마트해 보이나,
어딘가 모르게 어설픔.
성 격 : 무척 수줍음을 많이 타나
이상형의 여성을 보면
집념의 사나이로 변신
특 기 : 주체할 수 없는 박학다식
슬로건 : 총각탈출

미모양에게 한 눈에 반한 똑똑씨. 벌렁벌렁 뛰는 가슴을 푹푹 썩이며 석 달 열흘을 고민
한 끝에 드디어, 미모양 앞을 떡하니 가로막고 섰다. 뭔가 끝내주게 근사한 제안을 해야
만 하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아뿔싸! 똑똑씨의 입에서 튀어나온 건.
“저... 저기... 미모양. 겨... 경복궁 가실래요?”
순간, 똑똑씨는 자신의 내뱉은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바닷가로 드라이브를 가자는 것도
아니요, 근사한 전원 카페에 가자는 것도 아니요, 언감생심 경복궁이라니!!
그러나 똑똑씨가 자신의 뇌를 의심하며 다리를 후들거리고 있을 때, 뜻밖의 멘트가 날아
왔다.
“어머, 어머. 제가 경복궁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아셨어요? 와... 똑똑씨 생각보다 훨씬 감
각있으시다앙~”
이게 웬 하늘이 뒤집힐 찬스란 말인가. 허겁지겁 경복궁으로 차를 몬 똑똑씨.
그러나 경복궁에 도착하자마자 미모양의 행동이 이상야릇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늘씬한
다리로 성큼성큼 걷던 걸음새부터 느리고 거만하게 바뀌더니, 목은 곳곳하다 못해 뒤로
뒤집어지고, 어찌나 눈을 내리까는지 눈이 반쯤 감겨버려서 마치 80년대 유행했던 만화
속 구영탄을 보는 듯 했다.
행동만 이상해 진 게 아니었다. 느끼하기 그지없는 목소리로 듣기 거북한 말들을 늘어놓
기 시작하는데.
“아마... 여기선 어마마마와 시를 짓지 않았을까... 아,
저기 저기도 눈에 익숙한데, 저기선 뭘 했었을까?”
보다 못한 똑똑씨, 미모양의의 사뭇 흐려진 의식을 전환
시키고자 한 마디 던진다.
“저, 저기요 미모양.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러자 미모양, 드디어 신분의 비밀을 밝히고야 만다.
“이건 비밀인데요. 제가 전생에 진짜 공주였던 게 확실
해요. 경복궁에만 오면 뭐든지 눈에 익구요, 한 번도 가 본적 없는 곳에 어떤 물건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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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다 알겠다니까요. 공주 처소가 어딘지까지 느낌으로 확 한 번에 알아냈다면 말 다한 거 아니에
요? 전생에 공주였으면 현생에는 하다못해 국회의원 딸로라도 태어나야 되는 거 아냐. 아, 아바마마
어마마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계시는지, 소녀를 데려가 주시지 않고...”
막힘없이 술술 터져 나오는 미모양의 황당무계 당혹 섬뜩한 멘트에, 똑똑씨의 그 주체할 수 없는 박학
다식함이 그만 튀어나와 버렸다.
“이봐요 미모양, 진짜 무식하다. 그게 아니라니깐요. 처음 보는 장소가 왠지 눈에 익고 언젠가 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데자뷰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건 전생이 아니구요, 같은

처음 보는 장소가 왠지
눈에 익고 언젠가 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데자뷰 현상’
이라고 하거든요.

풍경을 바라보더라도 사람의 양쪽 눈은 0.025초 이상 시각차가 생길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뇌
는 먼저 도착한 정보를 우선 해석한 다음에 기억 속에 저장을 하구요, 똑같은 풍경이라도 그 다음에
도착한 정보는 별개의 사건으로 인식을 한다는거걸랑요. 그래서 같은 상황을 시차가 있는 상황으로
착각을 하기 땜에 언젠가 와 본적이 있는 낯익은 곳이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거든요.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되거든요. 공주는 무슨...”
한 번 시작하면 대통령 할아버지가 온다 해도 절대 중간에 자르지 못하는 똑똑씨의 장광설. 그러나 불
그락 푸르락 끓어오르는 미모양의 얼굴을 보고 순간, 똑똑씨는 자신의 입을 틀어막고 싶었다. 입술을
붙여버리고 싶었다. 똑똑씨는 자신의 장광설이 가져온 이 참혹한 현실을 어찌해야할지 몰라 다리까지
덜덜 떨었다.
급기야 미모양, 수치심을 참지 못해 달기똥같은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
작한다. 오호 통제라, 똑똑씨는 첫눈에 반한 사랑스런 그녀 미모
양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고야 말았던 것이다.
“엉엉, 꺼억꺼억... 또옥똑씨. 정말이에요? 그냥 시각차에요? 어떻
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믿을 수 없어요. 지금까지 단 한 번
도 전생에 공주였다는 사실을 의심해 본 적이 어, 없는데...”
아무리 달래려 해도 미모양의 눈물은 마르지 않는다. 이미 엎질러진 물
이었다. 그러나 집념의 사나이 똑똑씨, 여기에서 멈출 수는 없는 일이
었다.
“아니... 과학자들 견해는 그렇다는 거구요. 아, 아직 완벽한 이론은 없다구 그러걸랑요. 그러니까 환
생이라거나 언제 와 봤는데 기억이 안난다거나 하는 것도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
이 말을 듣는 순간, 눈물로 범벅이 된 미모양의 얼굴이 구세주라도 만난 듯‘화악’갰다.
“정말? 정말요? 그럼 내가 진짜 전생에 공주였을 수도 있다는 거죠? 어마... 난 몰라. 그럼 그렇지 내
가 이 미모에 공주가 아니었다는 게 말이나 돼? 똑똑씨, 어쩜 그렇게 아는 게 많아요? 정말 멋지다.”
이런 걸 두고 전화위복이라고 하는 것일 게다. 갑자기 기분이 UP 된
미모양, 똑똑씨를 얼싸안고 깡충깡충 뛰며 좋아한다. 그것만으로도
정신이 가물가물한 똑똑씨의 볼에 미모양, 이번엔 키스까지 쪽 해버
리는 게 아닌가.
“당신은 조선의 공주에게 키스를 받은 첫 남자에요.”라는 달콤하고
로맨틱하며 다리에 힘에 쭉 빠지는 사랑스런 멘트를 날리며 말이다.
황홀경 무아지경에 빠져 헤어나지 못하는 똑똑씨.
공주가 아니면 어떤가! 단순 무식하면 어떤가! 지금 똑똑씨 눈에 미모양은 과거, 현재, 미래를 통 털어
그 어떤 공주보다도 아름답다.

<똑똑씨의 박학다식은 다음호에도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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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폭의 수채화 같은’
당
진

성구미 포구
글·그림 _ 대외협력과

92 _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16호 | 2004. 10

伽隱所
목 언저리를 맴돌던 바람이 옷깃으로 차갑게 파고들면 거기서부터 바다다.
물빛을 하늘빛이 닮아가는 건지, 하늘빛이 물에 비쳐 짙푸르게 번져가는 건지 알 수가 없다. 푸른 바다와 푸른 하늘과 철
썩이는 파도소리와 짭짤한 갯내음이 있는 곳. 당진 성구미 포구를 찾았다.
포구라고 해 봤자 선착장에 정박한 배는 기껏 열 척 남짓. 한 차례 배가 들어오고 난 포구에는 파도와 갈매기 소리만이
남는다. 성구미 포구에 오면 일단 선착장 끝까지 걸어가 보아야만 한다. 그 끝에 쪼그리고 앉으면 바다를 바로 눈앞에서
들여다 볼 수 있다. 인적 없는 그 곳에서 조금씩 움직이는 파도를 가까이 들여다보고 있으면 그 단조로운 리듬감에 마음
이 평안해진다. 가슴에도 잔잔한 파도가 인다. 멀리 뭉개구름이라도 피어오르면 세상과 차단된 듯한 낯선 기분도 든다.
드디어 세상을 벗어난 것이다!!
선착장 끝에서 주변을 돌아보면 바다와 고만고만한 바위들이 어쩌면 이렇게도 잘 어울릴까, 싶은 생각이 든다. 정말이지
조화롭다. 그 풍경에 딱 좋게 어울리는 것이 또 하나 있으니, 바로 갯바위 위의 강태공들이다. 몇 시간이고 바다와 갯바
위와 하나가 되어 자리를 지키는 강태공들을 바라보고 있으면 마치 한 장의 풍경화를 보는 듯한 착각에 빠진다.
풍경화를 빠져나와 선착장 밖으로 가면 거기에 고만 고만한 작은 난전들이 있다. 말린 꽃새우나 젓갈 우럭이나 박대 등을
작은 좌판위에 올려놓은 노파들이, 하루 종일 바닷바람을 맞고 있는 곳이다. 몇 년 장사하셨어요? 물으면, 한 40년 됐나
기억도 안나, 하신다. 고생스럽지 않으세요? 물으면, 말하면 뭐혀~ 힘들지 겨울엔 얼어죽겄어, 하신다. 그런데 왜 계속하
세요? 물으면, 어디 또 갈데가 있간디? 여기서 살다가 여기서 죽겄지, 하신다.
갯가의 삶이란 이런 것이구나, 싶다.
할머니들이 펼쳐놓은 좌판 옆으로 가면, 막 잡아 올린 싱싱한 회도 맛볼 수 있다. 여행에 먹거리가 빠지면 서운하다. 서
해의 명물로 알려진‘간재미회무침’
이 이 포구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하니, 그 매콤한 맛도 꼭 한번 보고 갈 일이다.
성구미 포구의 조용하고 서정적인 풍경을 지나면, 시원한 드라이브 코스가 기다린다. 길게 쭉 뻗은 길은 많다. 그러나 붉
은 함초밭과 여린 갈대숲과 철새들이 무리를 짓는 늪과 아름답게 펼쳐진 호수를 동시에 볼 수 있는 길은 과연 얼마나 될
까. 11km에 달하는 긴 석문방조제를 지나다 잠시 내려 호수로 떨어지는 낙조를 바라보자면, 일상의 피곤한 삶은 이미 저
만치로 물러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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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이 끝난 고깃배 위엔 고양이 울
음소리를 닮아‘괭이 갈매기’라는
이름을 갖게 된 갈매기만이 꺼억 꺼
억 날카로운 울음소리를 낸다.

성구미 포구의 명물은 뭐니뭐니해
도 봄, 가을 간재미다. 살이 통통하
게 오른 간재미가 워낙 많이 잡히기
도 하지만, 이곳에서 맵게 버무려먹
던‘간재미회무침’이 입소문을 타
면서 근방 바닷가의 별미로 유명세
를 떨치게 됐다. 지금도‘원조 간재
미회무침’을 먹기 위해 포구를 찾는
관광객들이 꽤 많다.

선착장 밖에는 고깃배에서 막 내
린 활어와 말린 생선, 젓갈 등을 파
는 난전 십여 개가 옹기종기 모여
있다. 싱싱하고 믿을 수 있는데다
값까지 싸서 해물을 사려는 도시
인들과 도매상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난전에는 어른 엄지손가락만한 꽃
새우가 가득하다. 봄과 여름, 포구
앞바다에서 잡아다 말린 꽃새우는
고소하고 짭짤하고 씹히는 맛 또한
일품이다. 큰 바구니로 하나 가득
담아도 만원 안팎이면 살 수 있다.

포구 바로 왼쪽에 있는 갯바위에는
사시사철 강태공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다. 씨알 굵은 놀래미와 우럭이
쉬임없이 손맛을 느끼게 해주기도 하
려니와 갯바위 위에서 바라보는 바다
풍경 또한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답다.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세월을 낚
기에 이만한 장소가 또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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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구의 유명인인 일명 으악새 할
머니. 입버릇처럼“아아~ 으악새
슬피우는 가을인가요”를 흥얼거리
셔서 으악새 할머니라는 별명이
붙었다. 스물두 살 꽃다운 나이에
포구로 시집 와 칠순의 나이가 될
때까지 난전장사를 하셨다는 할머
니는, 힘들긴 해도 젊은 세월 다 보
내고 자식 키워 결혼시킨 이 난전
을 떠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신다.
포구 난전에 있는 할머니들은 대
부분 으악새 할머니와 비슷한 이
유로 이곳에서 장사를 하신다.

가은소(伽隱所)-숨겨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가은소(伽隱所)-숨겨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가은소(伽隱所)-숨겨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가은소(伽隱所)-숨겨진아름다운
아름다운곳을
곳을찾아서
찾아서|||||||||
가은소(伽隱所)-숨겨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가은소(伽隱所)-숨겨진
가은소(伽隱所)-숨겨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가은소(伽隱所)-숨겨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가은소(伽隱所)-숨겨진
아름다운
곳을
찾아서

함초

갈대

호수

성구미 포구에서 5분 거리에 있는 석문방조제. 바다와 강 사이로 난 시원한 도로가 11km에 걸쳐 놓여 있다.
상큼한 가을바람 맞으며 드라이브하는 것도 좋지만, 길에서 보는 풍경 또한 더없이 아름답다.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함초가 붉게 군락을 이룬 모습과 여인의 마음처럼 살랑이는 키 큰 갈대,
겨울이면 수만 마리 철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곤 하는 늪, 그리고 시원하게 펼쳐진 호수의 풍경이 행인의 눈길을 잡아끈다.

*성구미 포구 가는 길 :

*성구미에서 석문방조제 가는 길 :

경부고속도로 서평택 분기점 -> 송악IC ->대산 방향으로 직진해서 11km
->
‘성구미’표지판을 따라 우회전해서 800m

성구미 포구를 나오자마자 우회전해서 5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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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고 싶었습니다.

정보시스템개발실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다.
보다 정확한 지식정보를 누가 더 신속하게 선점하는 가가 상품이나 노동력보다
높은 가치를 갖고, 정보 획득 능력의 차이가 사람의 능력을 좌우하는 사회인 것이다.
특히, 급변하는 과학기술계에서 정보 획득 능력의 차이는 R&D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 요인이다.
그리고 그 결정적 요인을 좌우하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의 주인공,
‘정보검색시스템의 마이더스’
들이다.
글·사진 _ 대외협력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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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은요...>
정보시스템개발실은 한 마디로 젊다.
실에 들어가면서 받는 첫 인상도 밝고 신선하다.
직원들 평균연령도 낮고, 실장을 비롯한 개개인의 마인드도 젊고, 이들 모두를 아우르는 분위기 또한 젊다.
이들은 실제로 젊기도 하지만, 부단히 젊어지려는 노력을 해야만 하는 사람들이기도 하다.‘혁명’
에 가까운 인터
넷의 발달속도를 한 발 앞서 바라보고 시스템을 개발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동안,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정보의 양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Gartner사에 따르면 웹상의 정
보량은 매 6개월마다 두 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미 정보과부하에 걸렸다는 말도 심심찮게 흘러나온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정보만, 자신이 원하는 형태와 속도로 제공받기를 원한다. 지금처럼 정보량만
무한대로 확장되고, 거짓정보와 진짜정보, 필요한 정보와 불필요한 정보가 뒤섞인 상황은 급변하는 R&D의 속도
를 뒷받침 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정보검색시스템이다. 색인방법, 검색모델, 검색순위 방
법 등을 최적화해 가장 효율적인 검색환경을 구성하는 것이 정보검색시스템이 추구하는 목표다.

“정보검색시스템의
마이더스”
이 목표에 부응하기 위해, KISTI 정보시스템개발실은 자체 기술력으로‘KRISTAL-2002’라는 시스템을 개발
했다.‘KRISTAL-2002’
는 정보검색엔진과 데이터베이스 관리 기능을 결합한‘정보검색관리시스템’
으로, 과학
기술정보서비스와 역사통합 검색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또,‘R&D 지식관리시스템 개발팀’
을 운영해 R&D 수행 시에 발생하는 각종 연구 성과와 지식정보들을 종합적으
로 수집·관리함으로써 연구자들이 연구 성과물을 공동 활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결
과물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통제·조정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시스템개발실은 이에 머물지 않고 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2002)에 컴퓨터가 웹 문서의 의미를 이해
하는 지능화된 차세대 지식정보 서비스 기술인 시맨틱웹(Semantic Web)을 적용해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이렇게 발전된 형태의 시스템을 다시‘R&D 지식관리시스템’
에 확대 적용시켜 국가차원의 거대한 R&D 지식
의 창고 역할을 수행하고, 동시에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정보시스템(NRDP)으로 발전시킴으로써, 21세기 지식
기반 사회를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에 관한 모든 것을, 연구자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동시에 연구 성과
물에 대한 국가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함으로써, 21세기 과학기술 중심사회를 선도하겠다”
는 당찬 포부를 갖고
있는 KISTI 정보시스템개발실!!
결실의 계절 가을...
이들의 멋진 포부가 아름다운 수확을 거둘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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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실 사람들은요...
글 _ 양 명 석·정보시스템개발실 연구원·msyong@kisti.re.kr

시스템 개발자에 대한 편견을 버려!!
흔히 시스템 개발자라고 하면, 두꺼운 안경을 쓰고 하루 종일 컴퓨터만 뚫어져라 째려볼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천만에 말씀! 일 할 땐 밤을 새는 열정을 발휘하지만, 놀 땐 세련된 매너와 화려한 몸놀림과 가수 뺨치는 노래솜씨로
한 시대를 풍류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바로 KISTI 정보시스템개발실 멤버들이다.
거기다 빛나는 패션감각까지 겸비한 걸출한 인물들. 그들을 만나보자.

진정한 리더십을 알고 싶다면, 이 분을 만나

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 시스템)의 산

보시라. 평소엔 맘 좋은 미소로 부하 직원들

파. 1987년 SERI에서부터 KISTI로 이어지

로 하여금 스스럼없이 다가갈 수 있는 핑크빛

기까지 전 연구소생활을 오로지 KRISTAL에

분위기를 조성하지만, 일단 일을 지시할 땐

매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문자인식과

한 치의 양보도 하지 않는 철두철미함의 소유

검색엔진분야의 전문가로, 현재 KRSITAL
검색엔진의 개발팀장을 맡고 있다. 볼링에도

자. 그 단단한 리더십 앞에 무릎을 꿇지 않을
류 종 범 실장

수 없다.

서 정 현

일가견이 있어‘프로’
라는 말을 붙여도 어색
하지 않은 막강 실력을 자랑한다.

마냥 착하게만 생겼다. 그러나 철두철미함과

KRISTAL팀의 터줏대감 아니 안방마님이다.

현명함도 동시에 지니고 있다. R&D 지식관

비교적(?) 작은 키에 편안하기 그지없는 외모

리시스템팀의 팀장을 맡고 있는 그는

의 소유자지만, 작은 고추가 더 매운 법.

KISTEP의 조사분석평가시스템을 혼자 개발

KRISTAL팀의 브레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할 정도로 실력 있는 어플리케이션 시스템 전

프로그램의 대가다. 지금껏 KRISTAL 검색
시스템의 산증인이었듯 앞으로도 KRISTAL

문가다. 연구원에선 최고의 실력자로, 집에선
최 기 석

두 딸의 자상한 아버지로 최선을 다하는 그의

최 윤 수

모습이 아름답다.

찬 사나이다.

올해 새롭게 정보시스템개발실의 일원이 된

역시 새내기 연구원. 보안 전문가이며 CA,

실력파 박사. 꼭두새벽부터 테니스코트에서

RA 등의 과학기술인증시스템 전문가이기도

땀을 흘릴 줄 아는 열정파 새벽형 인간이다.

하다. 겉보기완 다르게(?) 문학청년인 그는 항

아직 자신의 실체 전부를 드러내지는 않은 듯

상 시나 소설을 끼고 산다. 엄청난 독서량 덕

하나, 곧 그 실체가 드러나 실력과 개인기 모

분에, 일단 이야기보따리를 풀기 시작하면 아
무도 그의 언변을 따라잡지 못한다. 놀라운

든 측면에서 시스템 개발실을 들썩 들썩 하게
김

평

검색시스템에 한 몸 바치겠다는, 야심만만 당

만들어 주길 바란다. 현재 R&D 지식관리 시
스템팀에서 터를 닦고 있다.

98 _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16호 | 2004. 10

박 상 배

박학다식의 덕을 보기 위해서라도 항상 가까
이에 두고 싶은 사람이다.

정보시스템개발실
푸근한 인상과 귀여운 외모. 하지만 때로 그

시원 상큼한 콜라 같은 존재다. 항상 있는 듯

의 눈빛에선 날카로운 카리스마가 번득인다.

없는 듯 조용하지만, 그의 때 묻지 않은 청량

현재 KRISTAL 검색엔진의 저장구조부분을

한 웃음소리가 들리면, 한 줄기 시원한 바람

담당하고 있으며 우수연구원으로 선정될 정

이 훑고 지나간 듯한 느낌이 든다. 그 웃음소

도로 실력파, 노력파이기도 하다. 올 가을은

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좋은 짝을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현재 KRISTAL팀에서

그에게 가장 멋진 계절이 될 듯 하다. 드디어
노총각에서 새신랑으로 등극하게 된다는데...

진 두 석

이 민 호

분산검색시스템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이 가을, 더욱 행복한 남자 진두석이 되길 바란다.

정보시스템개발실의 다비드. 축구선수 유상

얼굴 안보고 들으면 성우인 줄 착각한다. 바

철과 설기현을 합체한 듯한 외모에 그들 못지

리톤의 매력적인 목소리를 자랑하는 그.

않은 다부진 몸매, 거기다 구수한 경상도 사

멋진 목소리에, 듬직한 덩치, 화려한 유머감

투리까지 더해져 단단하고 의리 넘치는‘경상

각, 거기다 만화영화 주인공을 연상케 하는

도 싸나이’
의 자태를 뽐낸다. 올 가을엔 예쁜

귀여운 외모까지 겸비한 우리 실의 활력소다.
검색엔진에서 어플리케이션 개발까지, 다방

새 신부까지 맞아 세상에 부러울 게 없다는
경상도 싸나이. 현재 KRISTAL 시스템의 검

김 광 영

색엔진 파트를 담당하고 있다.

관리시스템 팀에서 실력발휘 중이다.

일명 각종박(비루스 박, 테이 박, 에이전트박

조그만 체구, 깔끔한 정장스타일, 세련된 커

등등)으로 통하는 남자. 우리 실의 분위기 메

리어 우먼을 연상시키는 그녀. 올해 초 새롭

이커이자 살림꾼이다. 컴쟁이들만 있는 시스

게 입사 해 정보시스템개발실의‘금남 신화’

템 개발실에서 유일한 문과 출신 재원인 그는

를 깬 역사적인 인물이다. 현재 R&D 지식관

활기찬 웃음으로 빡빡한 연구소 생활에 생기

리시스템팀 소속인 그녀는 자칫 남자들의 놓
치기 쉬운 부분까지도 한 치의 빈틈없이 찾아

를 돌게 해 주는 소중한 존재다. 현재 R&D
지식관리시스템팀에서 MDR(Metadata

박 정 훈

김 태 현

내 시스템을 개발하는 치밀함으로 남성들의

Registry)시스템 전문가로 맹활약을 하고 있다.

기를 죽이고 있다.

새내기 연구원. 올 7월에 입사했다. R&D 지

일명 레인보우. 훤칠한 키에 멋쩍은 미소가

식관리시스템팀에서 에이전트 시스템을 담당

레인보우만큼이나 신선함을 준다. 그러나 그

해 발군의 실력을 발휘하고 있다. 일뿐만 아

가 레인보우인 진짜 이유는 탁월한 감각 때

니라 E-sports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자랑하

문. 프로그램 감각도 그러하지만, 일순간 주

는 그. 프로 게이머를 해도 손색없는 실력이

위를 싸늘하게 만드는 썰렁함과 박장대소하
게 만드는 재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는 그의

다. 뿐만 아니라 메이저리그에 관한 한 야구
해설 위원 뺨치는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어,

주 원 균

면에 걸친 실력을 자랑하는 재원. R&D 지식

남 덕 윤

정 창 후

이중적인 감각 또한 레인보우라 할 만하다.

주위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곤 한다.

현재 KRISTAL팀의 JAVA프로그램 전문가로 활동 중이다.

전지현을 닮은 곱상한 외모에 훤칠한 키. 연

어디선가 누군가에 무슨 일이 생기면 틀림없

구원 뭇 남성들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그녀

이 나타난다. 좋게 말하면 의리의 사나이. 시

다. 벌써 3년째 우리 실의 살림을 이끌어 오

쳇말로 오지랖이 넓다고나 할까. 행사나 이벤

면서 자칫 실원들이 놓치기 쉬운 행정업무까

트나 하여간에 무슨 일이든 터지기만 하면 언

지 꼼꼼하게 챙겨주고 있다. 밝은 웃음과 활

제나 사람들은 그를 찾는다. 외로워도 슬퍼도
잃지 않는 넉넉한 웃음이 사람들로 하여금 그

달한 성격 탓에 인기 만점, 만인의 연인인 그
녀. 깔끔한 업무지원으로 남자들만 우글거리
는 사무실에 산소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문 수 정

를 찾도록 만드는 게 아닐까. R&D 지식관리

양 명 석

(필자)

시스템팀에서 시스템 기획 및 구현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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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 실버자원의
경제적 가치
글 _ 조영화·KISTI 원장·yhcho@kisti.re.kr

리 사회의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나침반의 역할을 할 수 있다. 또, 개발 시간까지 크게 단

이미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고, 2020년에는 노령인구

축시킴으로써 R&D 비용을 대폭 줄이는 효과 또한 낼 수 있다.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 또 2030년에는 열 사람의 노동

셋째,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한 분야에서 수 십 년간 구축해

인구가 3.5명의 일하지 않는 노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시대가

온 국내·외적인 휴먼네트워크와 협상노하우는 과학기술을 상

도래한다는 게 일반적인 전망이다. 이 같은 급속한 고령화는

품화해 실질적인 수익을 창출하는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성장잠재력 둔화, 저축률 하락, 국민연금 등 사회적 부담의 증

넷째,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의 적극적인 활용은 심각한 이공계

가를 의미하고, 동시에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는 주요 요인이다.

기피현상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수도 있다. 연구에

우

쏟아 붇는 시간과 열정에 비해 그에 따르는 대우와 사회적인
이를 막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노령인구가 계속해서

존경은 미미한데다, 정년까지 짧아 노년을 기약할 수 없다는

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다. 그런 환경을 조성

사실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이공계를 기피하도록 만드는 중요

하기 위해 과학기술계 역시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요인이었다. 그러나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제대로 능력을 인

과학기술부는 연구 현장에서 20~30년 동안 숱한 시행착오를

정받고, 나이 들어서까지 자기 전문성을 바탕으로 꾸준히 국가

겪으며 쌓은 고경력 과학기술자의 현장경험을 최신의 과학기

발전을 위해 역할을 해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은 과학

술에 접목시키고, 특히 해외의 첨단기술정보를 입수해 우리 실

기술자로서의 희망과 자부심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정에 맞게 재해석함으로써 R&D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고

경제적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과학기술계의 신선한 경쟁력으

급 지식정보를 창출하는“고경력·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로 작용할 것이라고 필자는 생각한다.

기술정보분석사업”
을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국가기술혁신체계

위와 같은 차원에서 봤을 때, 고경력 과학기술자의 활용은 고

(NIS) 구축 차원에서 적극 추진되고 있는“산업혁신 클러스터”

령화 사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한 자구책이 아니라, 오히

에도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갖춘 고경력 과학기술자들이 적극

려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와 경제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용 될 예정이다. 또, 대학이나 기업이 고경력 과학기술자들

일이라 할 것이다.

의 고급 기술력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참여정부는 ‘과학기술 중심사회’
를 주요 국정과제로 정하고
과학기술계의 고경력 과학기술자 활용은‘노령인구가 일 할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과학기술 인력의 효과적인 활용에 많은

수 있는 환경 조성’이상의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보통 50대를 넘으면 연구 일선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근

과학기술 중심사회란 곧 과학기술이 국가 경쟁력이 되는 사회

과학기술자들의 경향이지만, 고경력 과학기술 인력은 국가적으

를 의미한다. 급변하는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로 상당한 재원을 투자하는 중요 인적자산이다. 때문에 퇴직

젊은 인력과 더불어 풍부한 경험으로 R&D의 윤활유가 되어줄

이후, 이들의 고급 기술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

고경력 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면 과학기술을 보다 효과적

로 심각한 국가 자산의 낭비다.

으로 진일보 시킬 수 있을 것이고, 침체된 경제를 활성화시킬

둘째, 이들이 습득한 고급기술과 노하우가 각종 R&D에서 컨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무한경쟁시대 국제 경쟁력 확보에도 매

설팅 역할을 할 경우,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

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필자는 확신한다.

100 _ 지식정보인프라 | 통권 16호 | 2004. 10

지구촌 과학기술계에 Super-highway가 뚫렸습니다.
대륙과 해양을 뛰어넘어
미국 ~ 러시아 ~ 중국 ~ 한국을 관통하는
국제 초고속 R&D 연구망“글로리아드(GLORIAD)”
.
과학기술의 아우토반“글로리아드”
를 KISTI가 만들어 갑니다.

이제 KISTI에서 e-Science의 새로운 세상을 만나십시오.

새벽의 찬 이슬과 한낮의 따가운 햇살과 짭짤한 바닷바람이 녹아들어
가을 생선의 감칠맛을 만들 듯,
수준 높은 인력과 고성능 장비와 혁신적인 정책과 고급 지식정보가 모여
세계적인 첨단 기술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저변엔 언제나 KISTI가 함께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