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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인프라 ‘누리온’

4차 산업혁명을 이끌   국가슈퍼컴퓨터 5호

기 ‘누리온’의 행보가 시작됐다. 국가슈퍼컴

퓨터 5호기는 우주와 생명·의료, 항공, 에

너지·환경, 신소재분야 등 연구개발 및 신

제품 개발에 활용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슈퍼컴퓨터는 대용량의 데이터를 초고속

으로 분석·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일

반 고성능컴퓨터보다 연산속도가 수천 배  

이상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해왔다.이는 우리나라를 자동차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액

체 로켓 엔진 시뮬레이션, 세계 최대 규모

의 우주 진화 과정 등 산학연의 혁신을 촉

진시켜왔다.

4호기는 2011년부터 1만여 명 이상의 연

구자와 5백여 개 이상의 기업이 활용되어  

1천여 편 이상의 SCI 논문(3대 과학저널 

17편)을 유발하고, 기업의 신제품 개발 비

용과 시간을 크게 절감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급증하는 과학기술과 산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7년부터 본격적

으로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구축에 나섰

다. 이에 새롭게 탄생한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개인용 컴퓨터 2만 대 

만큼의 연산 능력(이론성능 25.7 PFlops, 

‘18.11월 기준 세계 13위)을 기록했다. 이

제 우리나라는 누리온을 통해 자원 부족

으로 연구에 한계가 있던 우주의 기원 등 

초거대문제 해결에 나선다. 또한, 기업의 

신제품 개발 및 시장분석, 자연재해, 교통

문제 등 국가·사회 현안 해결을 적극 지

원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빅데이터 처리와 인공지능 분야에

서 수요가 높은 SW 등 맞춤형 환경을 제

공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용자가 원하는 

컴퓨터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다. 이를 통해 컴퓨팅 분야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중소기업, 개인 연구자도 쉽

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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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개통식 및 도입 30주년 
기념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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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대량의 데이터를 처리해야 하는 4차 산

업혁명 분야의 핵심인프라로 꼽힌다.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슈퍼컴퓨터를 과학 및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수 자원으로 보고, 우수한 슈퍼컴퓨

터를 경쟁적으로 개발 및 도입하여 국가 차

원의 활용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한국도 1988년부터 

국가슈퍼컴퓨터 1호기~4호기를 구축 및 

도입했으며, 자동차 설계 및 제작에 사용

미래 경쟁력의 새로운 핵심

5호기는 지난 12월 3일(월)부터 정식서비

스에 들어갔다. 활용을 원하는 연구자는  

‘초고성능컴퓨팅 기반 R&D 혁신지원 프로

그램’ 절차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KISTI는 지난 11월 

7일(수) 대전 KISTI 본원에서 국가슈퍼컴

퓨터 5호기 개통식 및 도입 30주년 기념을 

개최하고, 슈퍼컴퓨팅 분야 발전 및 5호기 

구축에 기여한 연구자와 관계자에 대한 포

상을 수여했다.

오후에는 슈퍼컴퓨팅에 관한 국제워크숍

을 개최해 미국의 데이얼 리드 유타대 부

총장, 일본의 사토시 세키구치 산업기술

연구원 부소장 등 해외 주요 슈퍼컴퓨팅 

전문가와 함께 인공지능·빅데이터 연구

를 위한 슈퍼컴퓨터의 역할, 최신 기술 동

향과 활용 정책을 논의하고 우수 활용사

례를 공유했다.

이번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의 탄생은 4차 

산업혁명 속으로 성큼 다가가는 계기가 

됐다. 누리온은 데이터 경제 시대에 새로

운 가치를 창출하고, 미래 경쟁력을 확보

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5호기

의 활용 분야를 넓히고 경쟁력 확보에 필

요한 분야나 사회현안 과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06 07Winter

KISTI Special. 2

KISTI 
국가슈퍼컴퓨팅센터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2018(SC)’ 참가

KISTI 국가슈퍼컴퓨팅센터는 한국을 대표

해 매년 SC(SupercomputingConference)

에 참여하고 있다. KISTI는 전시부스를 운

영하며 국내 슈퍼컴퓨팅의 발전과 활용 연

구성과를 소개하고 국제적 슈퍼컴퓨팅 인

지도 향상을 도모한다. 또한, 세계적인 기업 

및 연구소와의 협력 및 공동연구 기회를 창

출하고 있다.

이번 ‘SC18’에서 KISTI는 전시 기간 동안 매일

세미나를 진행했다. △KISTI 슈퍼컴퓨팅 연

구성과 소개 △빅데이터 익스프레스(Big

data Express) 개발 및 핵융합 데이터 전

송 시연 △미국 국립대기과학연구소(NC

AR)와 기상·기후 예측 공동연구 결과발표

△ScienceDMZ 기술을 활용하여 칠레 광

학망원경 실험데이터 전송(칠레-댈러스

-대전) 등을 선보였다. 아울러 대외협력 활

동도 이어졌다. △스탠포드대학과 누리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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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사용자 프로그램 모

델 최적화에 대한 공동연구 추진 △미국 에

너지부(DOE) 네트워크(ESnet, The En-

ergy Sciences Network)와는 대용량 실험

데이터 전송을 위한 DTN(Data Trans-

fer Node) 기술과 양자암호통신 기술 공

동개발 협력을 이끌어 냈다. 또한 KISTI

는 SC기간 중 열린 ‘HPC Asia 운영위

원회’에서 아시아 슈퍼컴퓨팅 최대 학회인 

‘HPC Asia 2021’을 제안했다. 한편, SC

는 세계 최고 슈퍼컴퓨터 Top500을 발표

한다. 전통적인 CPU 계산능력을 측정하는 

HPL(High-Performance Linpack), CPU

와 메모리 계산능력을 종합적으로 측

정하는 HPCG(High-Performance Con-

jugate Gradient), 에너지 효율을 측정하는 

Green500을 발표했다. KISTI 슈퍼컴퓨

터 5호기(누리온)는 HPL, HPCG 부분에 

참여하여 각각 13위, 8위(̀1̀1월 기준)에 등재

됐다. KISTI 황순욱 국가슈퍼컴퓨팅본부

장은 “SC18의 주요 이슈는 AI를 위한 미래 

기술 플랫폼,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프로

세서 및 하드웨어 기술의 다양성이다. 지난 

11월 7일(수), 5호기가 개통되었지만 KISTI

는 6호기를 동시에 준비해야 한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기술 및 동향을 

파악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슈퍼컴퓨터 자원

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더 나아가 

차기 슈퍼컴퓨팅 파워 확보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1

1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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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기를 활용해 기상예보, 석유 탐사, 신약개

발, 자동차 설계와 제작 등 국내 기초과학연

구와 첨단 산업기술, 신제품 개발에 있어 큰 

성과를 냈다.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 개통식 및 도입 40주

년 기념식은 오전에 열릴 예정이었다. 제주

도에 머물던 Y 교수는 하루 일찍 대전에 오

기로 했다. 청주공항으로 마중을 나가는 동

안, 국가슈퍼컴퓨팅본부 소속으로 슈퍼컴퓨

팅 인프라 구축과 운영을 담당했던 M 박사

는 누리온과 함께 했던 지난 10년을 떠올렸

다. 누리온을 도입했던 2018년의 한국은 몇 

년간 이어진 제4차 산업혁명의 열풍이 정점

에 다다랐다. 하지만 제4차 산업혁명은 그저  

낙관과 상상만으로 이뤄지는 마법이 아니었다. 

제4차 산업혁명으로 우리의 일상과 산업이 

점점 편리해지는 만큼 계산이 필요한 곳은 기

하급수적으로 늘 수밖에 없었다. 복잡한 계

산이 필요한 곳은 일상과 산업뿐만이 아니었

다. 2009년에 도입한 ‘타키온’만으로 당면한 

과학기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

능에 가까웠다. 날로 증가하는 수요에 대비하

고, 국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좀 더 뛰어난 성능의 슈퍼컴퓨터가 필요했다.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슈퍼컴퓨터를 

국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로 간

주하고 아낌없는 투자를 지속해왔다. 우리나

라도 이에 뒤처질 수 없었다.

��
1988년은 M 박사와 Y 교수에게 특별한 해였

다. M 박사가 태어난 해였고, Y 교수가 오랫

동안 심혈을 기울여 추진했던 슈퍼컴퓨터가 

한국 최초로 도입된 해였기 때문이다. 88

서울올림픽의 열기에 가려 국민에게는 크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슈퍼컴퓨터의 도입은 과

학계와 산업계에 매우 큰 이슈였다. 당시 슈퍼

컴퓨터 1호기의 성능은 중앙처리장치(CPU)  

4개, 메모리 용량 1GB, 디스크 용량은 40GB

에 불과했다. 개인용 컴퓨터는 물론, 스마트

폰과도 비교할 수 없는 성능이었지만, 1호기

는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뒀다. 

대학과 국공립연구소, 기업체 등 60여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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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EVERY DAY, 
EVERY KISTI 



M 박사는 국가슈퍼컴퓨터 1호기를 본뜬 

본관 건물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오롯이  

젊음을 바친 Y 교수의 얼굴이 서로 닮아있음

을 깨달았다. 깊게 팬 Y 교수의 주름처럼, 세

월을 따라 건물도 그렇게 변해가는 듯 보였

다.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새로운 무

언가가 들어와도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

할 수 없는 것이 있다고, M 박사는 생각했다.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국민

의 삶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겠다는 바로 그 

마음만은. 

성과들을 하나씩 되새기는 동안, 어느덧 스

마트택시는 청주공항에 도착했다. 오래 기다

리지 않아 Y 교수가 출국 게이트로 나왔다. 

Y 교수는 햇볕에 검게 그을리고 고단해 보였

지만, 여전히 강건해 보였다. 평생 국가 과학

기술의 발전을 위해 슈퍼컴퓨터와 씨름하던 

Y 교수는 늘 흙을 만지며 사는 삶을 꿈꿨다. 

은퇴 후 Y 교수는 곧장 제주도로 내려갔다. 

2025년을 전후로 스마트 팜 시스템을 통해 농

사짓는 것이 보편화되면서 농부들의 손에는 

농기구가 아닌 스마트폰이 들려있는 것이 꽤 

자연스러운 풍경이 됐다. 단지 손가락만으로

도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시대가 됐지만, Y 교

수는 여전히 직접 손으로 심고 거두는 것을 

좋아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변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면서.

“뭣하러 여기까지 나왔어. 혼자 갈 수 있는데.”

나무라는 Y 교수의 말투에는 내심 반가움

이 묻었다. 항상 그런 식이었다. 슈퍼컴퓨터

와 관련된 전공을 선택했을 때도, 자신을 따

라 KISTI에 들어와 연구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도. 연구자로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국가  

과학기술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지, 그리고 얼마나 보람된 일인지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Y 교수는 M 박사의 선택을 반기지 

않았지만, 애써 반대하지도 않았다. 자기 자

신도 그랬듯이, 결국 사람은 자신이 하고 싶

은 걸 해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
KISTI 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B와 같이 

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에 소속된 회원

사를 비롯해 많은 기자가 참석했다. 가장 먼

저 행사장에 도착해 기자석에 자리 잡은 L 기

자는 태블릿을 꺼내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 

개통식 및 도입 40주년 기념식 행사에 관한 

뉴스를 정리했다. 그와 인터뷰를 진행했던  

P 박사, 그리고 어나힐 바이러스 확산을 막은  

K 박사가 L 기자를 발견하고는 가볍게 눈인

사를 나눴다. M 박사와 그의 Y 교수도 곧 행

사장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행사가 시작되자 그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제2차 국가초고성능컴퓨팅 육성 기본계획」

과 「지능정보사회 중장기 종합대책」이 연달

아 세워지고, 이에 따라 한국은 제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하는 슈퍼컴퓨팅 역량 확보에 전

력을 다했다. 그러한 계획은 곧 국가슈퍼컴

퓨터 5호기 누리온의 도입으로 이어졌다. 당

시 누리온은 이론적으로 25.7 페타플롭스, 

즉 초당 2.57경 번을 연산하는 성능을 지녔

다. 지구에 사는 70억 명이 420년 동안 계산

해야 할 양을 1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는 성

능이었다.

이렇게 도입한 슈퍼컴퓨터는 분자모델링, 전

산유체역학, 기상·기후 모델링과 같은 전통

적인 슈퍼컴퓨터 활용 분야뿐만 아니라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분석이나 

인공지능 등의 분야에서 눈부신 활약을 했다. 

특히 지진해석과 예측, 가상원자로기술, 가상

우주발사체, 가상세포모델링과 같은 난제를 

해결하는데 큰 공을 세우면서, 한국 과학기술

의 위상을 한층 더 높였다.

지난 10년간 누리온과 함께 쌓아 올렸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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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약한 우리나라 슈퍼컴퓨터의 역사가 영

상으로 흘러나왔다. 국가슈퍼컴퓨터 1호기

부터 5호기를 비롯해 KISTI가 자체적으로 

개발한 6호기까지. 영상이 나오는 동안 Y 

교수의 눈가는 감회에 젖은 듯 살며시 붉

어졌다. 영상이 끝나자 곧 Y 교수의 후배 

연구자였던 KISTI 원장의 환영사가 이어

졌다.

“앞서 보신 바와 같이 슈퍼컴퓨터의 역사는 

곧, 우리나라 과학기술 고도화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KISTI는 그동안 국내 슈퍼컴

퓨팅 생태계 육성에 초석을 다지고 국가 현안 

문제 해결과 공공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노력

을 기울였습니다. 그 목적으로 도입된 국가슈

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지난 10년간 정보

와 과학기술의 한계를 넘나드는 다양한 임무

를 수행했습니다. ‘온 국민이 다 함께 누리는 

슈퍼컴퓨터’라는 그 이름처럼, 국가 과학기술 

발전은 물론 제4차 산업혁명의 교두보로서 

누리온이 국민의 일상을 좀 더 행복하게,  

그리고 좀 더 편리하게 만드는 데 큰 힘이 된 

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라

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슈퍼컴퓨터들이 그래 

왔듯이 누리온 역시 대학과 연구소에 기증되

어 변함없이 활약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빈

자리를 국가슈퍼컴퓨터 6호기가 다시 채워나

갈 것입니다.”

 행사가 끝나고, M 박사와 Y 교수는 건물 밖

으로 나왔다. 이제 막 겨울로 들어선 탓에 바

깥공기는 꽤 쌀쌀했다. Y 교수는 M 박사에게 

KISTI 주변 산책을 제안했다. 국가슈퍼컴퓨

터 6호기가 들어서면서 새롭게 신축한 건물

의 외벽이 유난히 빛났다. 그 옆으로 대조적

으로 차분하고 묵직하게 그 자리를 지키고 있

는 본관 건물이 눈에 들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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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 활성화는 
우리가 책임진다!

경우에는 슈퍼컴퓨터 1호의 유용성이 입

증되면서 기상청이 일기예보 목적의 슈퍼

컴퓨터를 별도로 도입했다. 이외에 자동

차 개발, 액체로켓 연구, 자원탐사, 나노

와 바이오 연구 등의 분야에서 슈퍼컴퓨

터가 주로 활용되어왔다.

국제적으로도 슈퍼컴퓨터가 국가경쟁력

과 국민의 안전한 삶을 위한 필수 요소라

는 공감대가 형성된 지 오래다. 미국은 엘 

고어 상원의원의 주도 하에 「슈퍼컴퓨팅 

육성법」을 제정해 국가 차원에서 슈퍼컴퓨

팅 분야의 전략을 수립하고 투자를 계속하

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슈퍼컴퓨팅 육성법과 시행령을 

제정하였다. 이 법의 시행령에서 국가슈

퍼컴퓨팅센터(이하 국가센터)로 KISTI를 

지정했다. 이후로 KISTI는 동법 제9조 3

항에 따라 국가적 수요 예측, 자원확보 및 

운용, 기술개발, 인력양성, 국제협력, 정

책연구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2018년 현재 국가슈퍼컴퓨팅본부는 여덟 

개의 센터를 두고 있다. 컴퓨팅과 연구망 

인프라를 담당하고 있는 세 개 부서(슈퍼

컴퓨팅서비스센터, 과학기술연구망센터,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 응용연구를 지

원하는 계산과학공학센터, 사용자 편의성 

증대와 수요자 확대를 담당하는 두 개 부

서(계산과학플랫폼센터, 슈퍼컴퓨팅클라

우드센터),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을 개발

하는 슈퍼컴퓨터개발센터, 사이버 보안을 

담당하고 있는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계산과학응용센터 이렇게 여덟 개 센터 간

의 협력을 통해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슈퍼컴퓨팅 자원과 대규모 데이터 전송을 

위한 연구망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12월부터 정식 서비스를 시작한 국가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Nurion)은  그 전의  

4호기에 비해 70배 이상의 고성능을 가

진 컴퓨터다. 이처럼 빠른 슈퍼컴퓨터의 

도입은 대형 연구를 정확하고 빠르게 수

행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 현재 KISTI는 

5호기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과 활성화를 

통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5호기 시스템

을 통해 7.5Pflops급(초당 7,500조 회의 

연산)의 초거대규모 문제를 해결하는 우

수사례를 다수 발굴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는 기존의 자원으로는 국내에

서 수행할 수 없었던 초대형 연구다. 

또한, 슈퍼컴퓨터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

추고 사용자와 사용 분야를 확대하는 일도 

5호기의 운영과 함께 추진된다. 웹 기반

의 작업환경을 제공하여 쉽게 슈퍼컴퓨터

를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유연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 맞춤형 환경도 사용자에게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4차 산업혁명의 

필수 요소인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을

초기에 슈퍼컴퓨터는 주로 암호해석, 핵무

기 개발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

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일기예보, 항

공기 개발, 석유탐사 등 슈퍼컴퓨터가 사

용되는 범위가 점차 넓어졌다. 컴퓨터 시

뮬레이션이 이론, 실험에 이은 제3의 연구

방법으로 자리 잡으면서 슈퍼컴퓨터는 모

든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특히, 산업체

에서의 활용도가 급증하는 추세다. 국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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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팅클라우드센터 
이식 센터장

위한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슈퍼컴퓨터는 과학기술수준을 높여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핵심 인프라임이 분명하

다. 최근 들어 슈퍼컴퓨터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KISTI 국

가슈퍼컴퓨팅본부는 국가 차원의 슈퍼컴

퓨팅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의 관련 연구 

육성을 위한 선순환적 생태계를 구축, 운

영하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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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3

혁신革新을 위한
복고復古

줂펂픦쩣�펞컪짾푾쁢짢
18개월마다 한 개의 반도체 칩에 집적되

는 트랜지스터의 개수가 두 배가 된다는 

무어의 법칙은 인텔을 비롯한 여러 반도

체 업체가 1970년대부터 고수하던 인위

적인 법칙이다. 이 법칙이 물리적인 이

유로 중단될 것이라는 예견이 30년 전

부터 계속 있었지만, 이제 물리적인 이

유가 아니라 경제적인 이유로 반도체 업

계가 이 법칙을 포기했다. 트랜지스터를 

더 많이 집적할수록 제조원가 상승에 의

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는 것이다.

무어의 법칙을 통해 10년 후 1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한 칩에 집적되리라는 것

을 예견하고, 이를 위한 컴퓨터시스템 아

키텍처에 대한 연구가 1990년대 중반에 

활발히 진행되었다. 반도체 칩에서 CPU

를 구현하고 남아도는 트랜지스터들을 

칩 내부의 메모리(DRAM)로 구성하고 

여러 부가기능을 부여하는 프로세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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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이재진 교수

예측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또, 그때의 

연구결과들이 현재 상용 멀티코어 CPU

에 이미 많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보면 

놀랍기 그지없다. PIM 기술도 당시에 

관심을 가지는 회사가 NEC를 제외하고 

없었지만, 현재는 많은 DRAM 및 CPU 

업체가 생산품에 이 기술을 접목시키려 

하고 있다. 10년, 20년 후에 연구개발의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집적기술의 발

달로 인해 DRAM 구현기술과 프로세서 

구현기술을 같은 칩에 접목하는 것은 이

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믾쿮펾묺맪짪픦픦짆
자연과학의 본질이 새로운 자연의 법칙

을 발견하는 것이라면 공학의 본질은 안 

되던 것을 되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자

연과학과 공학에서 연구개발이란 새로

운 것을 발견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미 해 놓은 것을 다시 발견하거나 만

들어내는 것은 연구개발이 아니다. 새로

운 것이 나와야 산업체에 대한 연구개발

의 파급효과도 극대화되고, 외국과 차별

성 있고 경제성 있는 기술이 개발되었을 

때 기술의 국산화도 의미가 있다.

미국 크레이사에서 도입한 KISTI의 국

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지난 6월 

Top500에서 세계 11위(6월 기준)를 기

록했다. 이는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인

프라가 세계적인 수준에 다다랐음을 말

해 주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우리나

라 슈퍼컴퓨터 개발기술은 선진국인 미

국·일본·중국에 비해 뒤처져있는 것

이 사실이다. 우리나라 슈퍼컴퓨터 개발

기술을 발전시키려면 현재의 통용되는 

기술을 바탕으로 10년, 20년 후의 필요

기술을 예측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연구 

개발해야 한다. 선진국에서 이미 한 것을 

따라하는 것은 예산과 시간의 낭비이다.

여기서 미래기술의 예측이 매우 중요하

다. 선진국에서 회자되는 미래기술도 중

요하지만, 오랫동안 같은 분야에서 축적

된 연구경험이 있는 국내 연구자들(무

늬만 연구자가 아닌)의 독자적 기술예

측이 매우 중요하다. 이런 예측을 바탕

으로 외국과 차별성 있는 기술을 선택하

고, 10년 정도 집중적으로 연구할 때 좋

은 연구결과가 나와야 세계를 주도할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연구개발의 본

질이고 기본이다.

줂펂픦쩣�핂훟삶쇪핂픦큖��믾쿮
이제 연구자들은 무어의 법칙이 중단되

었을 때 컴퓨터시스템의 성능을 계속 향

상시킬 수 있는 기술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앞으로 슈퍼컴퓨터에 적

용될 수 있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기술

을 가속기를 이용한 고성능 컴퓨팅 기

술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FPGA를 이용

한 슈퍼컴퓨팅이 매우 활발해 질 것이

다. 가속기란 범용 CPU와 함께 사용하

여 애플리케이션의 성능과 전력효율을 

높일 수 있는 하드웨어로서 지금은 주로 

GPU와 FPGA를 일컫는다. 

GPU는 이미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실

행하는 사실상의 표준이라고 할 수 있

으며, 슈퍼컴퓨팅 분야도 이를 매우 활

발하게 사용하고 있다. FPGA(Field 

Programmable Gate Array)는 프로그

래밍을 통해 주문형(customized) 하드

웨어를 만들 수 있는 장치이다. 마이크

로소프트의 데이터 센터도 FPGA를 활

용하고 있고, 아마존은 FPGA를 활용할 

수 있는 상용 클라우드 서비스를 제공

하고 있다. 슈퍼컴퓨팅 분야도 이제 막 

FPGA를 도입하기 시작했다. 현재 가장 

큰 기술적 걸림돌은 FPGA 프로그래밍

에 하드웨어 전문지식이 필요하다는 것

이다. 하지만, 10년 정도 지나면 이러한 

기술적 걸림돌은 연구개발을 통해 극복

될 것이다.

걸림돌이 클수록 연구할 맛이 나고 그 

결과가 단 법이다. 기본을 충실히 따르

는 것이 혁신하는 것이다. 가슴 벅찼던 

우리나라 과학기술 R&D의 초심으로 돌

아가자. 

인-메모리(Processing-In-Memory, 

PIM) 아키텍처도 이때 활발하게 연구되

었다. 당시 DRAM 구현기술과 프로세

서 구현기술을 같은 칩에 넣을 수 없다

는 기술적 한계가 있었지만, 이러한 한

계가 없다고 가정하고 여러 연구팀이 연

구를 진행하였다. 

2000년대 중반 한 개의 반도체 칩에 10억 

개의 트랜지스터가 실제로 집적되는 것

을 보고 필자는 전율하였다. 연구자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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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 활성화,

이들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KISTI 슈퍼컴퓨팅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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섢퓶헏핂몮�팖헣헏핆컪찒큲몮솒픦밆
KISTI 슈퍼컴퓨팅서비스센터는 1988년  

12월 국내 최초 공공목적의 공동활용 슈퍼

컴퓨팅 서비스를 시작으로 슈퍼컴퓨터를 

구축하고 운영하는 조직이다. 올해로 30주

년을 맞은 슈퍼컴퓨팅서비스센터는 우리

나라 미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슈

퍼컴퓨팅 서비스 개발 및 기술 집약적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만큼 센터 구성원 모두가 진취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이들은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과학기술

자들이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개발을 수

행할 수 있도록 가성비 높은 시스템 구축

과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이를 위해 슈퍼컴퓨터 사용 진

입장벽을 낮추는 일과 슈퍼컴퓨터를 이

용하여 생산되는 방대한 수치 데이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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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도구를 보급

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구조의 슈퍼컴

퓨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최

적화하는 일을 담당한다. 이는 기초, 원

천기술 개발 역량 강화 및 산업 경쟁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4차산업혁명에 대응하

는 페타스케일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시

뮬레이션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함이다.

슈퍼컴퓨팅서비스센터 조민수 센터장은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시스

템의 필요성을 더 쉽게 설명했다. “국가 

슈퍼컴퓨터 1호기가 처음 가동된 해는 

서울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이었습니

다. 당시 성능은 2Gflops 속도에 메모리 

1GB, 디스크 용량 60GB에 불과해 지금

의 PC보다도 한참 낮은 성능이었습니다. 

하지만, 1호기 덕분에 슈퍼컴퓨터를 기반

으로 과학적인 기상예보가 국내에서 처음

으로 시작됐습니다. 또한, 국산 자동차 설

계와 제작에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적용되

는 등 첨단연구가 가능해졌습니다. 우리

는 이제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를 통해 기

계학습 및 빅데이터 분석 서비스 활성화

를 통한 4차 산업혁명 지원 기반을 강화

하고자 합니다. 이에 슈퍼컴퓨팅서비스센

터는 슈퍼컴퓨터를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

하기 위해 서비스의 안정화와 인프라 및 

서비스 고도화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를 통해 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우리 센터의 최종 목표입

니다.”

켆몒헏컿쁳쿦훎픦컪찒큲읊�뫊믾쿮짝�
칾펓몋햏엳캏펞믾펺솒옫
대형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서

비스하기 위해서는 무수한 노력이 필요하

다. 이는 슈퍼컴퓨터의 하드웨어 및 소프

트웨어가 성능에 최우선을 두고 초기에 개

발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구축 후에도

안정성 향상을 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

하다. 시스템 모니터링, 장애 원인 분석 및 

문제 해결 등 일련의 과정이 필요하며, 장

애가 지속될 경우 시스템이 충분한 연구 

생산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제공해야 한다.

또 하드웨어의 노후화가 시작되면, 새로

운 형태의 장애가 등장하기 때문에 시스템 

장애에 노출될 위험이 있다.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슈퍼컴퓨터 운영팀은 365일  

24x7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효

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슈퍼컴퓨터서비

스센터는 여러 협력사와의 역할 분담 및 

원활한 협력을 조율해나가고 있다.

슈퍼컴퓨팅서비스센터에는 각기 다른 색

깔을 지닌 20명의 사람으로 구성돼 있다. 

다른 색깔, 다른 재능을 가진 이들이지만 

목표하는 바는 하나다.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서비스환경의 고도화로 국가슈퍼

컴퓨팅 생태계 활성화와 안정화가 되는 

것. 그리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 혁신과 

변화의 꽃이 피길 바라는 것. 그 바람은 곧 

KISTI의 미래를, 대한민국의 미래를 성장

시키는 씨앗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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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리 보아야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들

국가슈퍼컴퓨팅본부 전략팀 
허태상 박사

캖옪풂핒줂읊킪핟폺
2018년은 허태상 박사에게 새로움이 가득한 

한 해다. 평생 연구자로 살았던 그가 기획자

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된 것이다. 2002년  

KISTI에 입사해 국가슈퍼컴퓨팅본부에서 

연구개발 업무를 하던 그는, 전략팀으로 자

리를 옮겨 본부 업무의 총체적 조율, 방향 설

정, 정책·전략 기획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국가슈퍼컴퓨팅본부를 하나의 가정으

로 비유한다면 본부장님은 가장의 역할, 센

터장님들은 가정이 있는 출가한 자녀쯤 될까

요? 전략팀은 가정 안의 일을 꼼꼼하게 꾸려

가는 엄마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것들이 낯설었다. 변화는 빠르 

게 다가왔고 적응을 해내야 할 시간도 빠 

르게 흘렀다. 그렇게 전략팀에서 사계절을 

보내니 새로운 스텝이 몸에 많이 익었다. 연

구자에서 기획자로 새롭게 거듭난 것이다.  

“전략팀의 일은 다양성 면에서 굉장하더군

요. 일도 다양한데 하나하나의 일 자체에 정

해진 시간이 있다 보니 조율하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더불어 내·외부 이해관계자의 조

율도 어렵고요. 하지만 일이 전체적으로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일이 예상

대로 진행되었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졷펞핂읂쁢밆�콚�핂샃핂삲�
허태상 박사가 일을 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팀워크’다. 

KISTI는 정부출연연구소이기 때문에 개인 

연구보다 협업 연구가 활발히 추진된다. 생

각이 다른 사람들이 만나 하나의 목표를 향해  

걷는다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 목표

를 이루기까지 팀원들의 역량도 중요하지만 

올바른 관계 형성을 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

이다. “어려운 일을 합심해서 수행할 땐 그리 

힘들지 않은데, 팀원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

게 되면 모두가 힘들어집니다. 목표를 이뤄

나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고요. 어떤 프로

젝트가 잘 마무리되지 않을 때 속사정을 잘 

들여다보면, 사람 관계가 어긋나 프로젝트에

도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어떤 

일이든 사람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

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마음을 많이 

쓰는 편이고, 저 스스로 팀원들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윤활유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관계 형성을 위한 개인적인 노력, 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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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의 노력이 쌓여 괄목할 만한 성과를 만들

어내는 결실로 이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일이 

상관관계가 있는 만큼 협업연구에 많은 관심

을 쏟고 있습니다. 본부 내에서 연계 업무를 

정의하여 상호 협업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습

니다. 또한, 국내·외 타 연구 분야, 산학연 컨

소시엄을 통한 융합연구에도 많은 노력을 기

울이고 있죠. 협업연구야말로 대규모 연구를 

가능하게 하고 상호 간 의미 있는 결과를 만드

는 움직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젎읺뺂삲쫂쁢킪컮핂훊쁢
국가슈퍼컴퓨팅본부에서 허태상 박사의 역

할은 본부 내·외부를 살뜰히 챙기는 것이다.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 힘에 부쳐 가쁜 숨이 

차오를 때도 있을 터. 허태상 박사는 일이 버

겁게 느껴질 땐 과감하게 일과 멀어지는 것이 

하나의 해결책이라고 말한다. “저의 스트레

스 관리는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으로부터 멀

어지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받는 대상에 대해

서 계속 생각하게 되면 마음속에 계속 상처가  

생기거든요. 다양한 취미활동으로 스트레스

받는 대상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시간이 있

다면, 그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저에게는 낚시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아

요. 낚시를할 때는 스트레스 받는 대상에 대

해서 생각 안 해도 되니까요.”

사람은 무수히 상처받는다. 회사에서의 일이

든 가정에서의 일이든 친구 사이에서의 일이

든 마찬가지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땐 눈

앞의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생각하고 스트레

스받는 것보다는, 몇 발자국 떨어져 쉬는 시

간을 갖는 것이 큰 도움이 될 때가 있다. 치유

의 시간을 가짐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도약할 

수 있는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올해는 새로

운 업무를 맡아 좋아하는 낚시를 가지 못했습

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낚시를 떠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것에 마니아가 된다는 것은 스

트레스를 이겨낼 수 있는 내성을 지니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좋아하

는 취미를 갖는 건 참 좋은 일이죠. KISTI인들 

또한 자신만의 취미를 만들어보길 권합니다.”

삲킪펾묺핞많쇮믆빮픒믾삲읺젾
허태상 박사는 전략팀에 몸담기 이전에 국

가슈퍼컴퓨팅본부 슈퍼컴퓨터개발센터에서 

개발 업무를 담당했다. 그는 자신의 온 시간

을 연구에 매진했던 그때의 기억을 여전히 마

음속에 간직하고 있다. 그 시간 동안 많은 성

과를 일궈냈다.

2010년부터 4년간 유럽의 26개 기관과 

EMI(European Middleware Initiative) 

국제협력 기반의 분산환경에서 대용량 데이

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메타데이터 카탈

로그 기술(AMGA)의 클라이언트 SW를 주

도적으로 개발했다. 이를 통해 국내·외 과

학·산업 분야에 기술보급 및 기술이전으로 

사업화에 기여하기도 했다. “그 외로 AMGA 

SW는 유럽 3대 미들웨어 소프트웨어 사이

트(EGI, UMD, EMI, SciencePAD) 등

재와 미국 사이버인프라 사이트 XSEDE에 

아시아 최초로 등재되었고, ADL 보고서에서

도 최고 정점 등급을 받는 등 우수한 SW로 

인정받았습니다. 

그 이후 2014년도부터 4년 동안 ‘메타데이터  

카탈로그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생

태연구 분야의 데이터 관리 플랫폼을 주도적

으로 개발하였고, 2015년도부터는 ‘고성능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 빅데이터 플랫폼 성능 

가속화 기술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해 왔습니

다. 이를 통해 MTC(Many-Task Com-

puting) 고성능 작업 배포 기술과 I/O 기술

을 활용한 Lurstre 파일 시스템에서의 하둡 

에코시스템 확장에 대한 연구와 슈퍼컴퓨팅 

시스템의 프로파일링, 자원활용 최적화 기반 

연구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허태상 박사는 언젠가 다시 연구자로 돌아갈 

그 날을 기다리고 있다. 물론 전략팀에서의 

역할도 끝까지 충실하게 해내겠지만, 자신의 

진짜 역할은 ‘연구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많혿뫊벦쁢밂펺�
새로운 업무와 다짐, 목표, 변화 속에서 살

았던 허태상 박사의 2018년이 얼마 남지 않

은 이 시점. 그의 2019년 목표가 궁금했다. 

“저는 어디에서는 주위 사람들과 즐겁게 일

하자는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사람

들과 함께하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것

입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든 간에 많은 의견 

조율을 통해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최종 목표가 정해지는 것이겠지요.”

허태상 박사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족과 긴 

여행을 하는 것이다. KISTI에는 장기근속

자 중 신청자에 한해서 3년 동안 3개씩의 휴

가를 모아 자기계발의 시간을 쓸 수 있는 자

기혁신연수 제도가 있다. 이 제도를 만드는 

것에 일조한 사람이 바로 허태상 박사다. 

“여행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제

도를 통해 가족과 함께 한 달 간 여행을 하

고 싶어요. 아직 확실치는 않지만, 내년에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년

뿐만 아니라 퇴직 후에도 여행하는 삶을 살

고 싶습니다.” �
저 스스로 
팀원들 관계를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윤활유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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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연구실, 
글로벌 인재의 
산실이 되다

최해천 교수는 연구 과제 수행을 앞두고 오

랜 숙제를 풀어야 했다. 연구실 컴퓨터의 

최적 병렬화 작업을 완수해야 했던 것. 이

미 오래전부터 구상은 하고 있었으나, 연

구실 단독으로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커 엄

두를 낼 수 없었다. 그러던 차에 KISTI의 

최적 병렬화 지원 사업에 대한 공고를 접

하게 된다.

“우리 연구진은 에어컨 실외기에서 열교환

기의 열을 식혀주는 용도로 사용되는 축류 

팬 주위의 유동 현상을 관찰해 소음을 감소

시키는 방안을 찾고 있었습니다. 유동 현상

을 해석하기 위해 축류 팬이 회전하면서 만

드는 바람의 움직임을 정밀하게 모사하는 

계산 코드를 개발했죠. 그러나 개발한 코드

를 컴퓨터에 적용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였

습니다. 유동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레

이놀즈수가 547,000에 해당하는 만큼 방

대한 계산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최적 병렬

화 작업 여부가 중요했습니다.”

최적 병렬화는 컴퓨터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계산 성능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격자(Grid)를 나누고, 잘게 

쪼개서 각 부분을 동시에 해석하는 것으로 

데이터를 해석하는 데 있어 획기적인 속도

를 자랑한다. 일반 PC에서 수행하면 수년

의 소요시간이 필요하지만, 최적 병렬화 코

드가 적용되면 수천 개 이상의 CPU를 동시

에 활용하는 것과 같은 속도를 낼 수 있으

니 원하는 답을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것이

다. 연구의 효율성이 시간과 다툼이라면, 

연구진에게 꼭 필요한 것은 최적 병렬화 작

업이었다. 그런데 최적 병렬화가 되기 위

해서는 사용 컴퓨터의 코드를 바꿔야 한다. 

박사 논문을 준비하던 박근태 학생이 발 벗

고 나섰다.

“제 논문 주제와 관련 있으니 적극적으로 

뛰어들었죠. 한 달 동안 KISTI 슈퍼컴퓨팅

센터 연구실에서 1:1 지도를 받으며 코드

의 최적 병렬화를 진행했습니다. 권오경 

선임연구원님께서 공동개발 멘토링을 해

주셨어요. 병렬화 기술(MPI)을 배우면서  

활용방안 : 원심 펌프 내부 유동

•순간 와도장

•원심 펌프 개략도 및 수치해석 조건

킪맒픦많�읊믆줂펕펞찒묞밚��펾묺핞펞멚쁢��
섢푿섢믆얺삲��펂썲섾핂�읊쿦힟몮컫쁢섾
�멆읺쁢킪맒핂밆펂힎졂�믆잳핂븘펂힎믾펞킻캏
핂삲��컪풆샎묞믾몒뫃뫃쭎��묞쿦펾묺킲
픎�,*45*픦힎풞칺펓픒�콚푢킪맒픒퓶헏픊옪��
뫎읺몮핖삲���헏쪟엺맪짪�슪읊펾묺킲펞��
헟졷�푷헪맪짪밚힎컿뫃��묞쿦쁢��
큲잖펾묺킲묺뫊벦켆몒헏쿦훎픦핆핺읊��
짾�몮핖삲����믎v칺힒��힟쭎

컪풆샎묞믾몒뫃뫃쭎NBFTOVBDLS
훊콚��컪풆쪒킪뫎팓묺뫎팓옪��
콚맪��핊캏캫푷펞컪쭎�칾펓킪컲펞핂읂믾밚힎삲
퍟쭒퍊펞컪칺푷쇦쁢�윦픦콚픚픒훒핂몮퓶픒�
뽠핂쁢짷쩣펾묺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최해천 교수



26 Winter

기술적인 지원뿐 아니라 실무적인 조언까

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학기를 투자해도 습득하기 어렵다는 최

적 병렬화 기술을 한 달 만에 습득한 박근

태 학생의 노력과 권오경 선임연구원의 든

든한 멘토링 덕분에 연구는 가속도가 붙었

다. 하나의 해석 데이터를 얻기 위해 초조

하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흔들림 없이 효율적인 연구를 이어가는 연

구자가 있다. 누가 더 효율적인 연구를 지

속할 것인가는 불 보듯 뻔한 일. 가속도가 

붙은 연구진은 개발한 코드를 KISTI와 함

께 최적 병렬화했고, 이후 KISTI의 슈퍼

컴퓨터를 활용한 대규모 시뮬레이션을 진

행했다. 그리고 그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신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했다.

“팬이 회전할 때 나는 소음은 팬을 지나는 

공기의 유동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공

기 유동을 예측할 수 있다면 소음을 효과적

으로 줄일 수 있게 되죠. 소음이 해결되면 

제품 디자인이나 전기 효율 측면 등에 더  

집중할 수 있습니다. 공기 유동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컴퓨터 시

뮬레이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물론 일반적인 실험을 통해 팬을 돌리고 

그 안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것만으로는 보고 싶은 부분을 심도 있게 

관찰하거나 3차원으로 자세히 살필 수 없

기에 실제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정

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반면에 컴퓨터 시

뮬레이션은 언제든지 재현할 수 있고 시

시각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해석에 따

른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해내는 데 쉽

다. 연구진은 기존 시제품의 공기 유동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세히 확인하며 개선

점을 찾아 보완해갔다.

“팬의 효율을 떨어뜨리고 소음을 발생시키

는 주범은 날개의 끝부분에서 발생하는 바

람의 소용돌이입니다. 그래서 소용돌이가 

발생하지 않고 유동이 잘 흐르도록 하는 것

이 성능 향상의 관건인데요. 시뮬레이션은 

유동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여주기 때

문에 꼭 필요한 과정이었습니다. 기존 시제

품은 팬 주변에 매끈한 면으로 된 케이싱이 

설치돼 있었습니다. 우리 연구진은 매끈한 

케이싱이 오히려 유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을 확인하고, 케이싱에 일부러 돌

기를 달아 유동을 제어하는 방법을 찾아냈

습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나온 

답이 정답인지 실험으로 다시 확인했더니 

원하는 답이었죠.”

연구진은 유동을 가로막아 유동을 제어한

다는 역발상으로 소음을 줄이고 효율을 높

인 제품을 개발, 공동 특허를 출시하는 성

과를 냈다. 최 교수는 KISTI의 지원이 없

었다면 여전히 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을 것

이라고 말했다.

“한 달 만에 나올 계산을 2년 동안 기다려

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과제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연구실에 있는 컴퓨터로 문제를 

풀었지만, 점차 한계에 이르렀죠. 점점 복

잡해지는 계산과 처리할 데이터양이 많아

졌으니까요. KISTI가 최적 병렬화 코드 개

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무엇보다 직접 

1:1 멘토링을 진행해주었기 때문에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제품 개발에 있어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대규모 시뮬레이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과제 수행을 함께한 

1. �헏쪟엺믾쿮픒삺잚펞킃슫짣믊�캫픦
뽆엳뫊,*45*뭚폲몋컮핒펾묺풞픦젦�잏픊옪펾묺쁢많
콛솒많쭧펖삲

기업도 그 필요성을 확실히 각인하는 계기

가 되었습니다.”

KISTI와 공동 개발한 최적 병렬화 코드를 

연구 과정에 적용하고 실제 제품 개발까지 

성공한 연구진은 앞으로 더 많은 혁신적 성

과를 향해 나아갈 생각이다.

“다른 팬에 대해서도 연구를 확장할 계획

입니다. 가령 드론 날개를 어떻게 바꾸면 

더 오래, 더 빨리 날 수 있을지 혹은 풍력

발전기 날개를 어떻게 만들어야 더 많은 전

기를 생산해낼 수 있는지 등이죠. 다른 팬

에서의 문제를 밝히고 해결하는 연구 또한 

지속할 것입니다. 한 나라의 과학기술 수

준을 볼 때, 슈퍼컴퓨터의 수준을 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슈퍼컴퓨터의 컴퓨팅 파워

가 하나의 척도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연

구자 입장에서는 슈퍼컴퓨터의 성능이 더 

높아져 혁신적인 연구에 큰 보탬이 되었으

면 합니다. 물론 활발한 연구 활동이 선행

되어야겠죠. 서로 지원이 되어야 함께 발전

하는 것이니까요.”

최 교수의 바람대로 KISTI는 국가슈퍼컴

퓨터 5호기의 신규 도입을 완료해 12월에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 KISTI와 연구자

가 함께 만들어 갈 혁신적 연구, 그 새로운 

지평이 활짝 열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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졶슮폏펻펞컪�헏펺쭎읊핆삲
고에너지물리 분야의 다방면에서 활용되고 

있는 Geant4 시뮬레이션 툴킷은 우주기원

에 대한 탐색부터 의학물리, 우주과학 분야 

연구 등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런 연

구를 진행할 때, 수조 원의 비용이 드는 실

험은 특히 아무런 준비 없이 무작정 시작

할 수 없다. 그 실험을 하기에 앞서 이론적

으로 계산을 한 다음에 모의로 시뮬레이션 

프로그래밍을 돌려야 한다. 그 결과에 따라 

실험의 실행 여부가 결정된다. Geant4 시

뮬레이션 툴킷의 필요성은 여기서부터 출

발했다. Geant4는 지금까지 무수한 성과를 

내놨는데,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기 위

한 이슈와 노력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Geant4 시뮬레이션 툴킷은 빅데이터를 처

리하기 때문에 CPU 사용량이 크고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다. 따라서 슈퍼컴퓨

터를 활용하고 있지만, Geant4 시뮬레이션 

툴킷의 CPU용량과 시간을 최적화하기 위

한 연구의 필요성 또한 대두됐다.

혾믾�핒펾묺풞
“Geant4 시뮬레이션 툴킷 최적화 연구에서 

중요한 점은, 최적화가 되었는지 안 되었는

지 확인할 수 있는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필

요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프로파일링 시

스템이 없다면, 최적화가 가능한 소프트웨

어를 아무리 많이 개발하더라도 확인을 할 

수 없는 거죠. 고에너지 영역에서의 프로파

일링 시스템은 미국 페르미연구소가 개발

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너지 영역에서

의 프로파일링 시스템은 개발되지 않았고, 

KISTI가 2012년부터 이 부분에 대한 연구

혾믾짣칺쁢�����뼒펾켆샎줊읺뫊핂칺읊홆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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읺뫊펞컪�1I�%읊�슫삲��핂짆묻�6OJWFSTJUZ�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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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위한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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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KISTI에서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의 서비스를 시작했다. 조기현 책임

연구원 또한 이에 발맞춰 슈퍼컴퓨터 시뮬

레이션 프로파일링 툴킷을 기존의 4호기처

럼 5호기에서도 개발하고자 한다. 이 부분

이 조기현 책임연구원팀의 다음 스텝이다. 

혾믾�핒펾묺풞
“실험이든 뭐든 이제는 활용하지 않는 곳이 

없는 Geant4인데,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개발을 시작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모

든 영역에서 최적화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묻뺂�(FBOU���않쫂엖핂켦픦훟킺�,*45*
우리나라는 2012년 Geant4 콜라보레이션 

멤버에 가입해 KISTI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개발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이것이 가

능한 이유는 KISTI가 고성능, 고사양의 슈

퍼컴퓨터 인프라를 갖추고 있기 때문이다.  

섢헣푷픒많쁳멚펾묺
Geant4는 암치료에도 활용된다. 국립암센

터가 양성자 가속기 치료에 이를 활용한다. 

양성자를 암세포에 쏘았을 때 발생할 수 있

는 결과를 미리 예측하는 것이다. 정확한 예

측은 환자가 치료계획을 세우는 데에 큰 도

움이 된다. 조기현 책임연구원팀이 슈퍼컴

퓨팅 시뮬레이션 프로파일링 툴킷을 개발

하면서 Geant4를 더욱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만들었다. 

혾믾�핒펾묺풞
“기존까지는 이렇게 많은 분야에서 많은 사

람이 쓰면서도 Geant4가 제대로 운용되는

지,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생각하지 않고 사용했습니다. 암치

료에서의 활용을 예로 들면, Geant4는 양

성자 빔을 암세포에 쏘고 난 후의 결과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에 그쳤습니다. 이게 

환자에게 최적의 정보를 제공하지는 않죠. 

환자가 불필요한 치료까지 하게 되는 경우

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슈퍼컴퓨팅 

시뮬레이션 프로파일링 툴킷을 개발함으로 

써 기존에는 알 수 없었던 치료에서의 2차 

반응, 3차 반응까지 고려할 수 있게 된 것입

니다. 우리의 연구개발을 통한 기대효과는 

아주 큽니다. 이 논문은 우리가 하는 연구의 

단 일부분이고, 저희가 구상하고 있는 궁극

적인 연구는 우주의 기원을 밝히는 암흑물

질 탐색연구입니다. 이 분야는 특히 연구기

간이 길고도 길지만, 지치지 않고 끝까지 노

력하고자 합니다.”

펾묺픦헣짎픒뽠핂쁢킪쥺엖핂켦�맪짪
입자물리학 뿐만 아니라 많은 물리 어플리

케이션에서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컴퓨팅 

아키텍처로부터 필요로 하고 또한, 이론적 

배경으로 많은 양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컴퓨팅 속도나 
1. 핂쩖푾쿦뽊줆읺쮾픦훊핆뫃혾믾	폲읆��
��
짣칺퐎뽊줆픦뫃솧훊헎핞펺핆컿짣칺	푊�


정밀함을 높일 수 있는 연구에 필요한 시뮬

레이션 툴킷 개발과 이를 확인할 프로파일

링 시스템이 필요하다. 현재 대표적인 시뮬

레이션 소프트웨어는 LHC(Large Hadron 

Collider)실험에서 사용하여 힉스입자 발

견에 공헌한 Geant4 이다. 미국 페르미연

구소에서 Geant4를 이용하여 고에너지물

리 프로파일링의 대한 연구가 이뤄지고 있

다. 이에 KISTI에서는 상호 보완적인 역할

로 저에너지물리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개

발하게 되었다.

��팒���펾묺읊퓒옪핊잏킪큲�
저에너지물리 어플리케이션의 대표적인 예

는 의료 방사선 치료에 사용하는 Brachy-

therapy이다. 개발된 도구로 Geant4의 버전

의 업데이트에 따른 CPU의 계산 속도나 메모

리 사용량을 측정하여 입자물리 시뮬레이션

의 코드성능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 관리 및 

분석한다. 기존의 고에너지물리 영역에서 지

원하는 TeV 범위와 함께 MeV 범위 이하에서 

프로파일링을 지원하게 되어 전 에너지 영역

을 프로파일링 할 수 있게 되었다. KISTI 국

가슈퍼컴퓨터4호기 “tachyon2”를 이용하여 

Geant4의 Brachytherapy 프로파일링 시스

템 세 가지 방사선 소스와 세 가지 물리 모델

을 사용하여 프로파일링 도구의 성능을 확인

하여 분석하였다. 향후 국가슈퍼컴퓨터5호기

에서 본 프로파일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화

하는 컴퓨팅 아키텍쳐를 연구할 예정이다.�

프로파일링 툴킷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

자들이 하지 않았던 분야입니다. 하지만 누

군가는 꼭 해야만 했던 분야이기도 하지

요. 우리나라에서 이를 연구할 수 있는 여

건을 가진 곳은 KISTI 밖에 없기 때문입니

다. 다른 연구소에 슈퍼컴퓨터가 없을뿐더

러, 이를 연구할 수 있는 단계까지 올라오

지 않았어요. 따라서 Geant4 콜라보레이

션의 중심은 바로 우리 KISTI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몮펞뻖힎줊읺펾묺옪슪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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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ant4 
콜라보레이션의 
중심은 바로 
KISTI입니다.

큲핓핞픦짪멺
�앎캗쭎쭒핂짾몋칺힒� � �
(FBOU�킪쥺엖핂켦픊옪팚쿦핖픚
찶맒캗�많짪멺쇪큲핓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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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환경 조성 및 해킹 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뫊믾쿮칺핂쩒팖헒켊�픦맪짪짾몋뫊졷헏
픎줂펕핓삖밚
매일 S&T-CSC에 탐지되는 침해위협 정

보는 2천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으며, 이

는 1분당 1만 건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보

안관제 요원들이 365일 24시간 침해위협  

지역망센터와 각급 기관에 구축하여 운영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네트워크에서 유

통되는 모든 트래픽을 수천 개의 탐지패턴

과 비교합니다. 만약 일치하는 트래픽이 발

견되면, 이를 공격 가능성 높은 보안이벤트

로 간주하여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로 전

송합니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365

일 24시간 쉼 없이 보안이벤트를 분석·처

리해 사이버 공격을 사전예방하고 안전한 

People Better Tech

세계 최고 수준의 
토탈 보안관제 체계를 
꿈꾸다

국가슈퍼컴퓨팅본부 
-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내외입니다. 나머지는 모두 정상 행위 중에 

발생한 오탐입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에 접

속해 어떤 페이지에 접근했을 때 해당 페이

지에 있는 문자열이 탐지패턴과 매칭되면 

정상적인 웹서핑을 하더라도 공격으로 탐

지되는 것입니다. 보안관제 요원들은 노하

우가 있지만, 2천만 건의 정보들을 다 보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실제 공격이 

발생했는데 놓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

다. 하지만 SMARTer 시스템은 ‘사이버 

공격 자동검증 기술’을 탑재해서 대용량 침

해위협 정보를 정해진 알고리즘에 의해 실

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기때문에 사람이 하

는 것보다 정확도가 높습니다.

사이버 공격 탐지가 자동화되면서 업무의 

효율성도 눈에 띄게 높아졌습니다. 90% 

이상이 자동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나머지 

10%에 대한 특정 이벤트를 집중적으로 분

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새

로운 탐지패턴이 계속 생기기 때문에 이력

이 없는 위험한 공격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대응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제요원이 

실제 분석해야 하는데 놓친 미탐지 공격도 

시스템에서는 놓치지 않기 때문에 미탐지 

공격 대응력도 15% 이상 향상됐습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기술개발 및 시스템 구축

을 통해 과학기술 분야 출연(연) 및 공공기

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침해 예방 서비스

를 신속·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게 되었으

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이

버 침해사고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향후 

보안관제 대상기관에 대한 안전한 연구환

경 조성 및 해킹 피해 최소화를 통해 침해

사고 ‘Zero(0)’를 지속해서 달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전 세계적으로 

최고수준의 보안관제센터라고 자신하고 있

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적 차원의 보안관제 

체계의 고도화에 힘써 국가의 중요자료 

유출을 원천 봉쇄하고, 경제적 손실을 최소

화하여 국가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정보를 분석하더라도 해킹 공격을 사전에 

차단하고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한 상황입니다. 이에 과학기술사이버안

전센터는 기존 인력 중심의 보안관제 서비

스를 자동화해 사이버 위협에 더욱 완벽하

게 대응할 수 있는 기술 및 시스템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

센터는 2005년에 개소해서 10년 이상의 노

하우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 공격과 정상 

행위를 분석한 데이터를 가지고 위협정보

들을 일일이 인력으로 분석한 것입니다. 그

동안 기계적으로 반복 작업을 해왔지만, 더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분석데이터와 그동

안 쌓아온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침해

위협정보를 인력이 아닌 자동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보안 장비에서 탐지된 2천만 건의 침

해위협 정보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정탐 

(실제 공격)과 오탐(정상 행위)으로 자동 검

증해주는 차세대 보안관제 기술을 독자적

으로 개발하고 실제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2뫊믾쿮칺핂쩒팖헒켊�읊�믾샎뫊퐎
�홓졷쁢줂펕핓삖밚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보안 장비에서 

탐지한 대용량의 침해위협 정보를 자동으

로 분석해서 정탐과 오탐으로 분류할 수 있

는 ‘사이버 공격 자동분석 기술’을 2013년

에 자체적으로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를 실제 보안관제 업무에 활용하기 위하

여 ‘통합보안정보분석시스템(SMARTer)’을 

2015년에 구축 완료했으며, 실제 보안관제 

요원의 분석 정확도인 98%~99%를 상회 

하는 99.99% 이상의 높은 정확도를 확보

했습니다. 일일 2천만 건의 침해위협 정보 

중에서 실제 공격으로 이어지는 것은 10건  5P#F핆뫃힎쁳"*믾짦쫂팖뫎헪

"T*T핆엳훟킺쫂팖뫎헪

Winter

2뫊믾쿮칺핂쩒팖헒켊�쁢펂썮핒줂읊쿦
빦푢
2018년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및 

산하 총 60개 기관(KIST, ETRI, KAIST, 

GIST 등)과 200여 개 국가과학기술연구

망(KREONET) 가입기관에 대한 전 주기

적 정보보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는 전용 보안 장비

(TMS, 침해위협관리시스템)를 KREONET 

쫂팖뫎헪헒푷핆뫃힎쁳"*믾쿮짝킪큲�맪짪칺펓맪푢솒



34 35

,*45*�묻많큖�쫆쭎쁢뫊믾쿮킮뫊����
칾펓졓픒 재팒 힎쁳헣쫂칺읊 핂븚 묻많큖�
� 캫�몒 묺�펞 핂짢힎믾 퓒 삲퍟��
컪찒큲짝�픒풂폏삲���뻲풚�헒콯핆않읊�
묺�먾샎힟삶펾묺몮컿쁳헒푷펾묺잫픒힎풞
몮� 4DJFODF%.;� 짝� 4%/믾짦픦 섾핂� 훟킺��
뻲풚�믾쿮픒맪짪믾퓒뽆엳쁢멑��핂쁢묻뺂�
펾묺핞슲핂켆몒헏핆펾묺컿뫊읊��쿦핖쁢��
컪찒큲몋픒헪뫃멑핂삲��믆훟킺펞묻많큖
�쫆쭎픦��ˎ뫊믾쿮펾묺잫켊�ˏ많핖삲��
믎v칺힒��힟쭎

국경 없는 글로벌 연구를 
위한 서비스 개발

국가슈퍼컴퓨팅본부 
- 과학기술연구망센터

,3&0/&54DJFODF%.;
5SVTUFE�'BTUFS-PP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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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기술 연구자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연

구자와 협업할 수 있는 고성능의 첨단 네트

워킹 환경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업무로

는 거대 집단연구 임무 지향형 고성능 전용 

연구망을 제공하고, 협업연구 지원을 위한 

연합인증(Identification Federation) 기반 

2뫊믾쿮펾묺잫켊�읊맒삶콚맪쭎�슪잋삖삲
과학기술연구망센터는 국가과학기술연구

망(KREONET)을 통해 과학기술 연구데이

터의 전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관리 운영하며, 관련 기술

을 연구개발하는 부서입니다. KREONET은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국내 

세월 동안 KREONET의 순차적 고도화 과

정의 구축사례와 동료 연구원들, 그리고 연

구자들의 연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도록 기여했을 때 느끼는 보람과 성취감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2�홓졷쁢줂펕핓삖밚
과학기술연구망센터의 최종 목표는 연구자

들이 국경의 한계가 없는 글로벌 연구를 위

해 필요한 연구 환경을 제공하는 데 있습

니다.

우리 센터는 1988년 국내 최초로 전국 규모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연

구망을 시작한 이후로 지속해서 변화와 발

전을 거듭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과학기술

연구망센터는 제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

라인 초고속, 초연결, 초융합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 대표 연구망’으로서 KREONET

을 운영하여, 모든 연구자가 국내외에서 경

계 없는 연구 활동과 세계적인 연구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든든한 파트너이자 후원

자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2켊�픦펾묺핞슲픎픦짆핖쁢멾뫊읊펉몮핞�
펂썲뽆엳픒몮핖킃삖밚
글로벌 협업연구 지원을 위한 KREONET

의 대용량 데이터 전송서비스 체계 구축이

라는 센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센터는 

업무 특성별 전문화된 3개 팀(인프라활성

화팀, 서비스팀, 선도기술개발팀)으로 구성

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프라활성화팀’

은 국내·국제 광백본 인프라의 구축 및 서

비스와 사용자 지원을 담당하고 있고, ‘서

비스팀’은 첨단 응용, 거대 집단연구에 속한 

연구자 및 커뮤니티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선도기술개발팀’은 ScienceDMZ, SDN, 

ScienceLoRa 등 최신 연구네트워크 활용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3팀은 각 팀

의 세부 목표 달성을 위해 센터 내 구성원

들 간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

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우리 기관의 경영목표(국가와 

국민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을 견인하는 데이

터 생태계 중심기관)에 따라 저희 센터도 오

픈사이언스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 거대연

구집단 연구지원 강화를 위한 Science Big 

Data Super Highway : ScienceDMZ 구축’

을 목표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2컪찒큲읊묺�킪졂컪많핳믾펃펞빶쁢핊픎
줂펕핓삖밚
과학기술연구망센터는 1988년 서비스를 시

작한 이후, 국내 연구네트워크 및 인터넷 

발전의 초석이 되어왔던 KREONET의 연

구개발·구축 운영·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난 30년 동안 지속된 부서입니다. 그간

의 많은 원장님들, 부서장님들, 선배님들

의 노력과 헌신을 통해 지속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KREONET 사용자들이  

없었다면 현재와 같은 연구망은 존재하기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비스를 구

축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들은, 지난 

연구 환경을 제공합니다. 아울러 안전한 고

성능 네트워킹(ScienceDMZ) 및 소프트웨

어 정의 네트워킹(SDN)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술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17개 지역에 10Gbps급(최대 

200G급) 광 백본을 가진 지역망 센터를 운

영하고 있으며 안정적인 연구네트워크 인

프라를 기반으로, KREONET 사용자 협의

체인 ‘실무자협의회’와 KREONET 발전 방

향 자문역할을 수행하는 ‘자문위원회’를 운

영합니다. 이를 통해 KREONET 사용자들

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노력하

고 있습니다.

2 뫊믾쿮펾묺잫켊�픦맪짪짾몋뫊졷헏픎�
줂펕핓삖밚
전 세계 과학기술 연구 트렌드는 대용량 데

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연구 패러다임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

용량 데이터의 안정적인 전송은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과

학기술연구망센터는 과학기술 분야의 융·

복합 협업연구와 해외 과학기술 연구자들과

의 협업연구를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글로벌 고성능 연구 네트워킹 환경을 제공

하고자 합니다.

KREONET을 대용량 데이터 전송서비스 체

계로 전환하기 위한 작업의 일환으로 연구데

이터에 대해 최고의 안전성과 최대 전송성

능을 보장하기 위한 기술인 ScienceDMZ 구

조를 KREONET에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드웨어 장비 중심의 네트

워킹 관리·운영 체계를 소프트웨어 중심 네

트워킹(SDN)으로 전환하여 KREONET 관

리의 효율성, 신속성과 함께 KREONET 구

성(구조)변화를 소프트웨어적으로 처리합니

다. 이로써 투입되는 하드웨어 장비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기술을 개발·적용하고 

있습니다.



People KISTI많잚빪칺앚�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건축가와의 만남

홍익대학교 건축학부
유현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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뫎몒읊싢핞핆쁢멂�많
TV 예능 프로는 여러 방면의 셀럽을 만든

다. 잡담 속에서 소소한 재미와 정보로 시

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던 ‘알쓸신잡2(알아

두면 쓸데없는 신비한 잡학사전)’에서 유현

준 교수는 인문학적 시선으로 바라본 도시

와 삶 그리고 우리 사회에 다양한 화두를 던

지며 화재의 인물이 되었다. 그가 방송에 출

연한 이유는 확고했다. 방송을 통해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은 바로 자신이 세상을 바라

보는 시각을 대중과 편하게 나누고 싶은 마

음이다. 다양한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대중과 소통을 원하는 유현준 교수는 자신

의 직업을 ‘관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건축가의 정의란 사람마다 다르지만, 저는 

관계를 디자인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 자연과 인간의 관계 등 

Winter

여러 종류의 관계가 있죠. 이런 점들을 고려해 

만들어진 공간구조가 관계를 변형시키기도 

하고 만들기도 합니다.” 빅데이터 전문가들

이 데이터의 패턴을 읽듯이, 건축가도 일상

에 스쳐 지나가는 패턴을 읽을 줄 알아야 한

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궁극적으로 그런 

것들을 읽어내야 관계를 디자인하고, 사람

을 위한 공간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남들이 보지 못하는 패턴을 읽어내는 힘이 

필요한 세상이라고 말한다. 그렇다면 유현

준 교수와 건축의 인연은 언제부터였을까? 

“사실 고등학교 때까지 건축가라는 직업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 

주변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저 외우는 과

목이 싫다는 이유로 이과에 갔어요. 그런데 

수학도 싫더라고요. 누가 정해 놓은 한가지 

답을 맞혀야 하는 게 싫었어요. 너무 논리적

으로 생각하는 것도 안 좋아하고요. 저는 미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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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nter

1

각도도 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실

내 공간에 거주합니다. 변화가 부족한 만큼, 

다양성을 인정하지도 않죠. 이런 부분들을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졷멂�핂헪뫃쁢많�
사회의 건강지수와 성공지수는 ‘얼마나 화목

한가’에 달려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갈등

지수가 높다. 대립각을 세우는 가운데 서로에 

대한 비난을 SNS로 증폭시키기도 한다. 이에 

유현준 교수는 건축을 해결책으로 내세웠다. 

“앞서 건축은 관계를 디자인하는 거라 말씀

드렸습니다. 어떠한 관계를 만드냐는 바로 

화목한 관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아마 갈등

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지만, 저는 특히 사

람들끼리의 갈등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적

절한 거리를 두고 다양성을 서로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건축도 마찬가

지입니다. 여러 방법으로 화목할 필요가 있

어요. 저는 어느 사회가 얼마나 건전하고, 그

렇지 않은지 단위 면적당 벤치 수를 세어보

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길거리에 벤치

가 없어요. 그 이야기는 즉 어디에 앉으려면 

돈을 내고 들어가야 한다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누구는 오천 원짜리 커피

를 마시러 별다방에 가고, 누구는 천오백 원

짜리 커피를 마셔요. 다른 경제적 배분을 가

진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수

록 갈등이 더 심해질 수밖에 없죠.”

유현준 교수는 건축물의 진정한 의미는 건

축물이 사람과 맺는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

고 말했다. 덧붙여 화목한 건축이란 적절한 

프라이버시와 적절한 소통이 있을 때 이루어

지는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질문으로 최종목표를 물었을 때 그는 

“최종목표는 없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그저 주어진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목표를 달성하면 또 다른 목표를 만드는 기

질의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목표가 

있어요. 다양성의 공립학교를 만드는 것, 

벤치가 많은 도시를 만드는 것, 걷고 싶은 

거리를 만드는 것, 테라스가 많은 공공건축

물을 많이 만들어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등

이 있어요. 정말 많죠. 이 중에 하나만 돼도 

우리 라이프스타일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한겨울 추위가 무색할 정도로 인터뷰가 이

루어진 공간은 뜨거운 호기심과 열정이 가

득했다. 특히 평소에 관심이 많던 명사와의 

인터뷰였기 때문에 더 뜻깊은 자리였다. 이 

인터뷰를 계기로 KISTI 연구원들 또한 ‘공

간의 의미’를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보는 게 

어떨까? �

과목을 제일 좋아했어요. 그리고 물리, 지구

과학, 지리를 좋아했죠. 4가지 과목과 겹치

는 직업이 건축가였고, 전공을 해보니 적성

에 더 맞았던 것 같아요.”

물론 그도 방황의 시간이 있었다. 하지만 곧 

마음을 고쳐먹었고, 건축에 대한 확신으로 

하버드 대학교에서 공부를 시작했다. 이미 

MIT에서 석사를 마친 상태였지만, 다시 건

축 설계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밟았다. 그는 

단지 건축과 관련한 공부가 더 하고 싶었을 

뿐이었다고 전했다.

핊많뫃맒펞짆�쁢폏
현재의 삶과 문화, 사회적 현실이 반영되

는 건축.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떤 건축

환경에 살고 있을까? 유현준 교수에 따르

면 대한민국 사람들의 60%는 아파트에서 

살며, 학생들은 교도소와 설계 구조가 같은 

학교에서 12년을 보낸다. 좁은 공간에 사는  

1인 가구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에 유현

준 교수는 저서 <어디서 살 것인가>를 통해 

인문학적 시선으로 현대 도시 공간의 문제점

들을 진단했다. 

“사실 21세기 시대에 중학생, 고등학생 아이

들은 의사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

어요. 심지어 어른들은 너희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아이들의 자유를 뺏고 있습니다. 물

론 공부가 최선이라고 믿는 어른들의 마음도 

이해합니다. 다만, 현재로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학교 설계 구조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알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대학입시를 바꾸는 

부분이 제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요. 그

저 건축가로서 아이들이 생활하는 학교 공간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공장에서 대량으로 찍어

낸 것처럼 획일적인 학교 건물은 사람과 사

람을 단절시키고 괴리시킨다. 그렇다면 유현

준 교수가 말하는 학교의 공간구조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아이들에게 자연을 만날 수 있는 다양한

외부공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실내든 외부

든 공간은 다양해야 합니다. 닫힌 공간에서 

생활하면 획일화된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

입니다. 자기와 다른 사람은 다 틀렸다고 

생각하게 되죠. 지금은 건물들이 워낙 고층

화되어 있기 때문에 자연을 접하기 힘들어

요. 그렇다면 옥상을 개방하고, 빈 교실을  

부셔서 테라스를 만들길 권합니다. 교무실

을 꼭대기 층으로 옮기고 학생들이 1층을 쓸 

수 있도록 해야죠. 창문 턱도 낮추고, 폴딩

도어를 달아 날씨 좋은 날 정원을 바라보며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똑같은 돈을 들

여도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많습니다. 다만, 

실현되지 못하는 이유는 어른들이 ‘계속 이

렇게 해왔으니까’라는 규정짓는 획일화 때

문입니다.”

유현준 교수는 학교에서도 물리적인 편안함

과 안도감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이는 학교에서 대부분 시간을 보내는 교직원

에게도 마찬가지다. 더불어 그는 집과 일터에 

사적인 외부공간이 존재해야 한다고 피력했

다. 그 이유로 인간의 유전학을 이야기했다. 

“인간은 유전적으로 자연에서 진화한 동물

이며, 자연을 만나는 외부공간이 없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자연은 1년 열두 달 

변합니다. 계절과 날씨에 따라 해의 입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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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에 많은 투자를 하는 추세이다.

이번에 중국은 미국에 1위 자리를 빼앗겼

으나 타이후라이트가 여전히 2위를 지키고 

있고 텐허-2도 4위를 지키고 있다. 또한  

전체 500개의 시스템 중 총 206대를 보유하

여 HPC 시장의 리더를 지키고 있다. 한때는 

미국이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최

근에 중국이 앞지르는 현황을 볼 수 있다.

이번 ISC18 행사는 KISTI 연구원들의 적극

적인 참여를 통해 원활히 진행되었다. 

다만 아쉬웠던 점은 국가슈퍼컴퓨팅본부

의 각 센터 역할에 대해 궁금증을 보이는 

몇몇 방문객들에게는 구두로 설명할 수밖

에 없었다. 향후 해당 각 센터 부스마다 명

확한 설명을 덧붙여, 쉽게 알아볼 수 있다

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ISC에서도 시연을 

함께 진행함으로써 보다 동적이며 상호적

인 부스 운영을 꾀하는 것을 고려할 때라

고 생각한다. 

부터 자리 배치까지 연구원들의 손으로 직접  

전시 부스 설치가 완료됐다.

본 행사는 슈퍼컴퓨팅, 네트워킹, 스토리

지 및 데이터 과학의 핵심 주제를 중심으로 

포괄적인 소개를 하는 장이다. 또한, 행사 

참석자에게 특정 주제 분야에서 발표 및 토

론을 중심적 진행하는 워크숍이다.

우리 연구원들은 홍보와 함께 최신 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튜토리얼 및 워크숍을 들으

면서 각자 중복되지 않도록 관심 있는 부분

을 습득하는 시간을 가졌다.

본 행사장에서 연구원들의 다른 면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특히 전시 부스 설치 시

평상시에 볼 수 없었던 연구원들의 섬세한

손끝을 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 또 부스 방

문객에게 사업 및 연구성과를 설명할 때는 

열정적으로 설명하는 열의도 볼 수 있었다. 

특히 부스에서 진행한 현장 워크숍에서는 

KISTI 사업 홍보를 한층 더 부각시켰다.

푾읺빦않큖��뿒읺폶���퓒펞슿믇삲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를 매기는 Top500

은 일 년에 두 번 6월 유럽에서, 11월은 미

국에서 발표하고 있다. 이번 독일 프랑크

푸르트에서 발표된 제 51회 Top500 리스

트에서 미국의 미국 오크리지국립연구소

(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ORNL) 

Summit이 122.30Pflops의 성능으로 1위에 

등극했고, 로렌스 리버모어 국립연구소의 

Sierra가 71.61Pflops로 3위에 새로 이름을 

올렸다.

Summit은 노드내 2개의 IBM Power9 

CPU와 NVIDIA GPU GV100카드 6장을 

동시에 장착한 이기종 컴퓨터 시스템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대한민국의 KISTI 누리

온 시스템이 이론성능 25.7Pflops, 실측성

능 13.92Pflops로 Top500에서 11위(6월 기

준)에 새로 등극하였다. 

2009년 11월에 국가슈퍼컴퓨터 4호기가 13

위에 등극한 이후 근 10년 만에 슈퍼컴퓨

터 5호기가 11위로 올라서는 뜻깊은 순간

이었다.

슈퍼컴퓨터 TOP500 분석 결과 전체 500대  

중 중국이 41% 미국이 25%, 일본 7%,  

우리나라 1%로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이

KISTI 
국가슈퍼컴퓨팅센터의 
연구사업 및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다

믎��묻많큖�쫆쭎큖�컪찒큲켊�
핳힎핳

2018년 6월 16일 KISTI 국가슈퍼컴퓨팅센

터를 알리기 위해 KISTI 최정예 연구원 9

명이 독일 프랑크푸르트를 향해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도착 첫날은 여행에 피곤한 몸을 각자 숙

소에서 휴식을 취했다. 그리고 다음 날 행

사장에 모여 슈퍼컴퓨팅센터 전시 부스 운

영에 관한 회의를 가진 후 전시 부스 설치

에 들어갔다.

각 센터별 준비한 패널을 부스에 설치하

고, 전시 부스 이미지를 위한 KISTI 로고 

1

2

ISC(International Supercomputing 

Conference) 행사는 매년 6월 유럽 독일

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슈퍼컴퓨팅 컨퍼런

스로서 고성능컴퓨팅,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장비 업체의 시연과 각국 기관 연구자의 

연구 결과 등을 발표하는 행사이다.

본 행사는 1988년 ACM(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과 IEEE CS(Ins

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Computer Society)에 의해 

개최되어 매년 3,500여 명, 150여 국가에

서 참석하는 행사이다.

,*45*�큖�켊�쁢퐪잲뼒�*4$칺펞�컫
쁢많 
국가슈퍼컴퓨팅본부에서는 기관의 국제적 

인지도 향상을 위해 우리나라 슈퍼컴퓨팅 

발전과 관련한 연구성과 소개를 위해 전시 

부스 운영을 하고 있다. 또 지속적인 발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최신 기술 및 정책 

동향 파악 및 세계적인 연구기관과 공동연

구 기회를 창출하기 위해 이 ISC에 참가

하고 있다.

본부에서는 ISC18 행사에 11명의 연구원이 

참가하여 손수 전시 부스를 설치하고, 운영

하였다. KISTI 부스는 슈퍼컴퓨팅, 데

이터, 네트워킹 등 HPC 관련 핵심 

인프라와 기술의 연구개발 현황

에 따라 포스터, 동영상, 데모 등

을 바탕으로 구성되었다. 관련 

연구원들의 역할분담과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KISTI의 주요 연구 활

동을 세계 각국의 다양한 참여자

들에게 소개 및 홍보하였다.

�)1$�펾묺엚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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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오는 날 

걷고 싶은 
강릉으로!

江
陵

강

릉

Communication 쁦콢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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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생각하지 못했다. 강릉은 이제 순두부와  

옹심이만의 고장이 아님을 실감한다. 

평창 동계 올림픽을 계기로 강릉에도 KTX

역이 들어섰다. 건축가 이경훈 교수는 ‘서울

은 도시가 아니다’에서 ‘거리’를 구경거리가 

있는 길로 정의하였다. 교동은 강릉 구도심

으로 짧은 걸음으로도 충분히 많은 구경거

리가 있다. 번잡한 도시와 달리 고만고만한 

거리 안에 과거와 현재, 그리고 다양한 먹거

리가 있다. 강릉역을 나와 강릉향교 대성전

을 찾는데 엉뚱하게 명륜고 교정이 먼저 나

를 맞이한다. 향교가 학교를 설립했다는 문

화해설사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해가 되었

다. 성균관을 제외하고 규모가 가장 큰 강릉

향교는 고려 충선왕 때부터 개축되어 오다 한

국전쟁 속에서도 피해를 입지 않았다. 문간

채를 지나 제사 공간인 대성전까지 이어지는 

공간은 다른 향교와 비교해 작은 편이지만,

ힵ픎멆픚픊옪솒�쭒흞먾풂묞솧먾읺
늘솔길 떠나는 날 새벽, 서울에는 제법 많

은 첫눈이 내렸다. 첫눈을 기대하면서도 

대관령 넘어 눈이라도 내리면 어쩌나 하

는 걱정마저 든다. 하지만 걱정도 잠시. 대

관령 지역은 진눈깨비조차 구경할 수 없

이 맑은 하늘에 심지어 따뜻하기만 하다. 

강릉을 찾은 지도 꽤 오래다. 축제까지 개

최하는 커피 도시로 변모하기 전, 오죽헌

과 함께 동해안 우거진 솔밭 어딘가에 자

리한 1세대 바리스타 커피를 물어물어 찾

아온 적이 생각난다. 이곳도 다른 커피 공

방처럼 공장형으로 변했지만, 원두를 골

라 몸소 챙겨온 커피 그라인더에 갈아내

니 꽃 향이 어우러진 커피가 코 가에 가득

하다. 강릉에서 맛보고 싶었던 힙한 빵을 

곁들여 드립커피와 함께 마시니 제법 잘  

어울린다. 강릉이 커피로 유명해질 것이라고

Wi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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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나게 익어가겠다 싶다. 흰 눈으로만 덮일 

겨울보다도 밭고랑 사이 황토와 흰 눈이 그

려내는 부드러운 곡선이 보성 녹차 밭처럼 

보기 좋다. 안반데기는 떡을 치는 받침대를 

뜻하는 ‘안반’처럼 생겼다고 붙여진 이름으

로 화전민들이 가파른 산골에 일군 전국 최

대 고랭지 채소 산지이다. 농작물이 한창일 

때 펼쳐지는 배추밭과 동해 일출로 인해 유

명관광지가 된지 오래지만, 당시 모습은 화

전민체험촌과 화전민사료전시관에서 만나 

볼 수 있다. 강릉에서 오르는 길은 눈조차 

없었지만, 평창으로 내려가려는 도로는 지

난번 내린 눈 때문에 통제되었다기에 계획

을 변경해서 오던 길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 

아직 첫눈도 못 봤는데 벌써 월동 준비를 해

야 하나 보다. 

늘솔길 원고를 마무리하는 아침, 대전에도 

드디어 첫눈이 소복소복 내려앉았다. 시인의 

표현처럼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첫눈을 기다

리고, 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

들의 간절함 때문에 첫눈이 내리는지 모르겠

다. 강릉길 내내 함께해 준 그 사람을 만나기 

위해 오늘은 일찍 퇴근해 집으로 향한다. �

강학 공간인 명륜당, 동·서재, 그리고 궁을

연상시키는 좌우 회랑으로 인해 시각적으

로는 넓어 보인다. 저녁 무렵에는 처마 끝

으로 빛이 들어와 더욱 아름답다. 대성전 

좌우에는 국내외 유학자들의 위패를 모시

고 있는데 내부로 들어가니 창살에 비친 부

드러운 빛이 위패에 깃든다. 기대하지 않

았던 발걸음이지만 흰 눈이 내리면 다시  

가고 싶고, 절대 작지만은 않은 장중한 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먾읺콛펞컪맒헖픒샂픎맣읗줆핺
교동에서 남대천 방향으로 평지를 걷다 보면 

마을 한가운데 대창리 당간지주와 수문리 당

간지주를 만난다. 또한, 강릉 외곽에는 국내 

당간지주 중 가장 큰 굴산사지당간지주도 마

을 논밭 한가운데 장중히 서 있다. 산사에 자

리한 당간지주와 달리 이웃집 앞마당에 들어

선 듯한 착각을 느끼게 한다. 보물로 지정된 

세 개의 당간지주를 한 곳에서 만나기는 쉽지 

않다. 당간지주만으로 마을 거리가 절터였다

는 것이 새롭지만, 과거 민초의 간절함을 달

래 주었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냥 새롭지만은 

않다. 10여 분 정도 걷다 보니 신라시대 무월

량과 연화부인의 간절한 설화를 담은 ‘월화거

리’가 나온다. 무슨 사연이 있는지 ‘밥은 먹고 

다니니?’라는 조형물이 보인다. 강릉을 대표

하는 시목이 감나무는 아니지만, 걷는 거리

마다 붉은 홍시가 푸른 하늘 아래 까치밥으

로 남아 누군가의 간절함을 채워줄 것만 같

다. 유난히 크기가 작아 보였는데 일반 감나

무가 아니라 경상도 말로 ‘고암’이라는 감나

무 같다는 말에 웃음이 나왔다.

‘월화거리’를 지나 중앙시장을 걷다 보면 다

양한 먹거리를 만나게 된다. 유명세를 치

른 곳은 몇 시간 줄을 서는 간절함이 있어

야 하지만, 저렴하고 소박한 곳에서 빠르게 

맛있는 먹거리를 맛본다. 소낙비 내려 추웠

던 ‘안목해변 커피 거리’보다, 따뜻한 한옥  

카페에서 더 맛난 커피를 마시고 다시 걷는

다. 줄 서는 데 시간을 허비할 교동 거리가 

아니다. 하루 걷기를 마무리하다 보니 근대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임당동 성당을 거쳐, 

어둠이 내릴 즈음 강릉대도호부에 도착한

다. 고려시대 몇 안 되는 건축물인 객사문 

(국보 제51호)과 최근 복원된 칠사당 등 옛 강

릉지역 관아와 객주 등을 볼 수 있다. 특이

하게 대도호부 중심 건물에 ‘강릉관아 작은

도서관’이 운영 중이다. 강릉에도 많은 작은

도서관이 있다는데 조용히 안에 들어가 보니 

화려한 단청 아래 소박한 책과 공간이 자리

한다. 춥고 더운 날 잠시 들러 책과 함께하

면 좋겠다.

다음날은 차를 갖고 신복사지를 어렵게 찾

는다. 이정표만으로는 찾기 어려울 만큼 유

명세가 있지 않지만, 여느 곳에서 볼 수 없

는 간절함이 있는 고려 신복사지삼층석탑과 

석조보살좌상을 보고 싶었기 때문이다. 석

탑에 지식이 있어도 몇 층인지 쉽게 세어볼 

수 없는 삼층석탑 앞으로 한쪽 무릎을 세우

고 두 손을 가슴에 받쳐 모아 무엇인가를 기

원하는 보살상 모습이 간절하다. 사라진 절

터 한가운데 서 있는 탑은 외롭고, 보살 머

리 위로 놓인 관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질수

록 그의 간절함은 더욱 진하게 다가온다. 이 

한 장면을 보기 위해 간절하게 강릉을 왔다

고도 할 수 있는데, 평창 월정사 팔각구층

오죽헌 내 율곡기념관에도 신사임당의 ‘초

충도’를 영상데이터로 가시화하여 동식물이 

살아 움직이도록 표현하고 있다. 이런 단순

한 데이터를 넘어 KISTI는 거대 계산과학공

학 데이터를 활용한 ‘HPC 기반 가시화 기

술’을 개발하여 ‘2018년 국가연구개발 우수

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다. 이 기술을 활용

하면 고정밀 제조업 및 영상 분야 등에 시뮬

레이션 기반 설계를 확산하고, 개발 주기를 

단축하는 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 

돌아오는 길에 가을이 되면 풍성한 고랭지 

채소가 재배되는 ‘안반데기’에 오른다. 강릉

에서 백두대간 닭목령을 거쳐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차를 몬다. 며칠 전 내린 눈들만

이 산등성이 응달에 쌓여있을 뿐이다. 가을 

늘솔길이 찾은 군위 화산 길처럼 고루포기

산 천백 미터 이상을 오르니 하얀 눈이 덮인 

안반데기가 눈에 들어온다. 전망대까지 오

르니, 넓게 펼쳐진 밭의 흰 눈이 푸른 하늘

색과 어울려 제철과는 또 다른 맛이다. 첫눈 

맞은 배추가 달다는 말이 있는데 혹시나 눈

밭 가운데 푸른 배추가 선명하게 남아 있지 

않을까 했지만, 이미 누군가의 김장독에서  

석탑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하니 보고 싶은 간

절함이 다시 생긴다. 

읆착짾�짻핂뿖픊옪센펺힒맣읗팖짦섾믾
강릉의 옛 지명인 ‘하슬라’ 이름을 딴 미술관

에는 예술과 과학이 만나 ‘움직이는 예술’을 

뜻하는 ‘키네틱아트(kinetic art)’를 선보이

고 있다. 이곳에는 단순한 기계적 움직임을 

중심으로 한 초기 형태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었지만, 최근에는 빛이나 과학데이터를 

활용하여 관람객이 직접 작품에 참여하는  

‘인터렉티브 미디어 아트(Interactive Media 

art)’까지 전개하고 있다. 과학을 통해 관람객

과 예술작품이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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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눈 오는 날 만나자고 
약속하는 사람들의 
간절함 때문에 
첫눈이 내리는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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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고의 
슈퍼컴퓨팅센터와
데이터 중심 서비스를 위해 
협력하다

미국 LBNL과 KISTI의 슈퍼컴퓨터 및 
네트워크 서비스 기술 협력 추진

Communication Global Project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하자, 뜨거웠던 한

국의 여름과는 사뭇 다르게 시원하고 상

쾌한 날씨가 우리를 맞았다. 그리고 샌

프란시스코 베이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Lawrence Ber 

keley National Laboratory)에서 우리는

미국 DOE(Department Of Energy)의 대

표적 핵심 연구자원 서비스 기관인 NER

SC(National Energy Research Scientif-

ic Computing Center)와 ESnet(Energy 

Sciences Network)과 함께 워크숍을 진

행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는 각 기

관에서 추진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기반의 

데이터 분석, 딥러닝, 클라우드 서비스, 

Burst Buffer와 ScienceDMZ같은 고성능 

데이터 전송기술 등을 논의하였다. 그동

안 두 기관은 상호 교류를 활발히 이어오

며 다양한 협력을 해오고 있었지만, 이번 

행사는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데이터 중심 

컴퓨팅과 네트워킹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

한 두 기관의 본격적인 협력을 알리는 의

미 있는 자리였다.

2

1

SAN FRANCISCO, 
UNITED STATES 
OF AMERICA 

슈퍼컴퓨터에서의 딥러닝과 데이터 분석 서비스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방향에 있어 

데이터의 중요성은 점차 강화되고 있다. 

특히 4차 산업혁명 기술의 중요성이 강조

됨에 따라 산업계뿐만 아니라 과학계에서

도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분석에 대한 관

심이 매우 커지고 있다. KISTI는 이러한 요구

에 발맞춰 데이터 중심의 서비스와 인공

지능 서비스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의 도입과 더

불어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등을 서비

스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이다.

NERSC 역시 최근 기술의 추세에 발맞추어 
1. ,*45*퐎/&34$많벦풚�쿛픒힒쁢졶킃2. 풚�쿛
핂힒쇪캚앎킪큲�픦헒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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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등을 
서비스하기 위한 
새로운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구축 중이다.

3. /&34$�킪컲멺훟젢핆킪큲�$PSJ팬펞컪칺힒
�폏훟핆졶킃4. 쩒�읺캚앎킪큲�픦쭏솧�팖펞헟
핖쁢쩒�읺헒몋5. ,*45*쁢섾핂�훟킺픦컪찒큲퐎핆
뫃힎쁳컪찒큲맣읊퓒뽆엳몮핖삲

기존의 슈퍼컴퓨터 서비스에 데이터 중심

의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데이터 분석 

서비스(Data, Analytics & Services)를 

전담하는 별도의 그룹을 신설하여 Data 

Management, Data Analytics, Data 

Transfer, Workflow 등의 서비스를 구축 

및 제공하고 있다. KISTI 슈퍼컴퓨터 5호

기는 NERSC의 메인 시스템인 Cori와 유

사한 프로세서와 스토리지 아키텍쳐를 가

지고 있기에 데이터 분석 서비스와 관련

한 NERSC의 경험과 기술을 파악하는 것

은 KISTI에 매우 도움이 되는 일이었다. 

NERSC의 데이터 분석 서비스는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다양한 도구들을 제공하여 

과학자들이 과학데이터 분석 응용 프로그

램을 슈퍼컴퓨터에서 프로그래밍하고 실

행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다. 대표

적으로 Python, Jupyter, R과 RStudio, 

Julia, Spark 그리고 Machine Learning 

관련 프레임워크 등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

는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과학 연구에 있어서 딥러닝의 적용이 매

우 강조되고 있는 바 Intel Caffe, Ten-

sorFlow, PyTorch 등 딥러닝 프레임워

크를 슈퍼컴퓨터에서 지원하기 위한 기술 

개발 및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러

한 노력의 결과로 17년도에는 Intel Caffe

를 이용해 기후 데이터 연구와 고에너지 

물리 연구 분야에서 15PF의 성능을 내는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수행하기도 했다. 

올해는 TensorFlow를 이용하여 우주의 

Dark Energy를 연구하는 CosmoFlow

라는 딥러닝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였고, 

이를 통해 8,192노드까지 병렬 확장성을 

확인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하였다. 

NERSC에서는 사용자 애플리케이션의 변

화에 발맞춰 컨테이너 기술(Shift), 클라

우드 서비스(SPIN), 오케스트레이션 서비

스(Rancher) 등 사용자 환경을 유연하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개발해 적

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은 KISTI에서 추진하고 있는 

슈퍼컴퓨팅 클라우드 서비스와도 그 목적

이 맞닿아 있는 부분이었기에 상호 협력을 

통해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대용량 데이터의 원활한 흐름을 위한 기술, 

Burst Buffer 그리고 ScienceDMZ 

Burst Buffer 기술은 슈퍼컴퓨터의 계산

노드와 공유파일시스템 사이에 매우 빠른 

스토리지 레이어를 추가하여 계산 중 생

성되는 데이터를 빠르게 저장하기 위한 

기술이다. NERSC는 Cray에서 개발한 

DataWarp를 이용하여 시스템의 Burst 

Buffer를 제공하고 있으며, 그 안정성이

나 성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가고 있

었다. KISTI 역시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

에서 DDN의 IME를 통해 Burst Buffer를 

제공하고 있기에 상호 간의 경험이나 기술

을 공유하여 서비스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할 수 있었다.

ScienceDMZ는 과학기술 응용 프로그램

에 최적화하여 실험실 단위까지의 데이

터 고성능 전송과 보안정책 등을 가능하

게 하는 네트워크 기술이다. ScienceDMZ 

기술을 제안하고 개발한 ESnet의 Peta-

scale DTN 프로젝트 발표를 통해 우리

는 해당 기술을 이해하고 최근 기술 방향

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으며 국내

의 KREONET에서 제공할 예정인 Sci-

enceDMZ 서비스의 개선에 많은 아이디

어를 얻었다. 그리고 앞으로 ScienceDMZ 

기술을 활용하여 KISTI의 슈퍼컴퓨터 5

호기를 Cori 등 미국의 슈퍼컴퓨터 자원

들과 연동하기 위한 협력을 진행해 나가

기로 하였다.

LBNL, NERSC 그리고 ESnet

LBNL(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

oratory)은 1931년 물리학자 Ernest O. 

Lawrence가 설립한 미국 에너지부(De-

partment of Energy) 산하의 국립연구소로

서, 캘리포니아주 버클리의 UC 버클리를 내

려다보고 있는 버클리 힐에 있다. ‘Bring-

ing Science Solution to the World’라는 

모토를 가지고 과학적 발견을 위한 새로운 

도구들을 만들어 냄으로써 에너지 및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과학적 방법들

을 세계에 제공하고 관련 기초과학 육성

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 연구 분야로는 

Bioscience, Computing Science,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Energy 

Science, Energy Technology, Physical 

Science를 표방하고 있으며, 연구자들에

게 ALS(Advanced Light Source), Energy 

Science Network(ESnet), Joint Genome 

Institute(JGI), National Energy Research 

Science Computing Center(NERSC), The 

Molecular Foundry(TMF) 등의 연구 장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NERSC는 1974년 Fusion Energy 연구 

커뮤니티 지원을 위해 LLNL(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에 설

립되었다가 1995년에 LBNL로 이관되

어서 지금에 이르고 있다. NERSC의 컴

퓨팅 서비스는 약 7,000명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사용자들의 주요 연구 분야는  

fusion energy, materials science, cli-

mate, lattice QCD, chemistry, astro

physics, high energy physics, nuclear 

physics, computer science and geo-

sciences 등이다.

ESnet은 1986년에 기존 DOE의 HEPnet

과 MFEnet을 통합하여 생겼다. 현재 미

국 전역의 40개 이상의 DOE 사이트를 직

접 연결하고 있고, 140개 이상의 연구 및 

상업 네트워크와 연결함으로써 DOE 연구

자들로 하여금 전 세계의 연구자들과 협

력을 하도록 돕고 있다. ESnet의 네트워

크 성능은 47개월마다 10배씩 증가해 왔

으며, 현재 ESnet5는 100Gpbs 백본 네트

워크를 제공하고 있다.�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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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캫짾몋
세계대전을 거친 유럽은 더 이상 과학의 중

심지가 아니었다. 상대성이론의 아인슈타인

부터 양자역학의 아버지 닐스 보어, 핵폭탄

의 창조자라 불리는 엔리코 페르미까지, 당

대를 호령하던 많은 과학자가 미국에서 활

동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핵물리학은 당시 

인류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무한에너지의 

가능성과 인류를 멸망시킬 수 있는 공포감

을 동시에 선사했다. 그래서 핵물리학자들

은 과학계를 넘어 사회 전 분야에 막강한 영

향력을 끼치는 존재가 됐다. 당시 유럽은 미

국으로 유출된 두뇌들을 다시 데려오기 위한 

고민에 빠졌고 과학의 중심지를 되찾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했다.

CERN을 만들자는 최초의 제안은 1949년에 

나왔다. 노벨상 수상자인 드브로이가 ‘유럽 

공동의 연구소’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이

다. 뒤이어 1950년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 이

시도로 라비가 국제사회의 지원을 강조하며 

힘을 실었다. 이듬해인 1951년, ‘핵 연구를 위

한 유럽 이사회’를 만들자는 결의안이 채택

CERN 같은 고에너지
물리연구소를 꿈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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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11개국의 서명과 함께 CERN이 탄생

했다. 그 후 1954년 CERN은 스위스 제네바

에서 역사적인 첫 삽을 떴고 현재 21개의 회

원국이 참여하는 세계적인 공동연구소로 발

전하게 된 것이다.

켆캏픎줂펕픊옪잚슲펂혚픒밚 
CERN에는 세계에서 가장 큰 입자가속기인 

LHC(Large Hadron Collider)가 있다. 둘레

가 무려 27km나 되는 이 거대한 LHC를 왜 

만들었을까? 궁극적인 대답은 두 가지다. 첫 

번째는 힉스입자를 발견하기 위해서고, 두 

번째는 새로운 물리학을 찾기 위해서다.

누구나 한 번쯤 “세상은 무엇으로 만들어졌

을까?”에 대해 생각해 봤을 것이다. 과학은 

표준모형으로 답한다. 표준모형은 힉스입자

를 포함해 17개의 입자들로 만물이 이루어져 

있다는 이론이다. 1995년 탑쿼크가 발견되

면서 16개의 입자들이 모두 발견됐지만 세

기를 넘겨도 발견되지 않았던 유일한 입자

가 바로 힉스입자였다. 이 입자를 찾기 위해

서 미국은 테바트론(Tevatron)을 건설하고, 

유럽은 LHC를 건설했던 것이다.

힉스입자를 찾는 것은 과학과 기술의 만남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LHC에서 충돌실

험을 통해 만든 힉스입자는 순식간에 붕괴

돼서 사라지고 수많은 조각으로 흩어진다. 

이때 흩어지고 산산조각난 입자들을 카메라

에 찍어 담아내는 것이 바로 ‘검출기’다. 광속

도로 쏟아지는 수많은 입자를 모두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ATLAS’, ‘CMS’, 

‘ALICE’와 같은 검출기다. 검출기를 작동시

키고 거기에서 나오는 신호를 처리해 자료

를 저장하고 분석하는 과학자들이 5,000명

이 넘는다. 믿기 힘들겠지만 지금 이 순간 스

위스 제네바 CERN의 한 구석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실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LHC 안에는 입자빔들이 광속으로 돌아다니

고 있다. 빔은 양성자들의 뭉치로 1초에 4천만 

번이나 충돌한다. 이 수많은 충돌 사건의 일

부만을 검출기에서 기록해도 1년 동안 생산되

는 데이터의 양이 10페타바이트(PB, 테라바

이트의 1,000배)에 달한다. 이 엄청난 양의 데

이터를 분석하는 일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큲핓핞픦짪멺픎��많힎믾쿮핂잚슲펂뺆핟
CERN은 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분석하

기 위해 그리드컴퓨팅(Grid Computing)이

란 개념을 도입했다. 그리드컴퓨팅은 지리

적으로 분산된 컴퓨터 자원을 초고속 네트

워크로 연결해, 여기서 데이터를 분산해서 

저장하고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CERN이 그리드컴퓨팅의 중심인 ‘Tier-0(제

0계층)’이 되고, LHC실험에 참여하는 나라

의 국가슈퍼컴퓨팅센터를 ‘Tier-1(제1계층)’

이라 부른다. 그리고 각국의 국공립 연구소

나 큰 규모의 대학들이 운영하는 컴퓨터 센터

들이 ‘Tier-2(제2계층)’가 된다. 이런 식으로 

계층화된 컴퓨터 네트워크를 만들어 대용량

의 데이터를 처리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드

컴퓨팅이 가능한 것은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는 고속네트워크 망이 있기 때문이다. 만

약 고속네트워크 망이 없었더라면 수많은 하

드디스크를 들고 각 나라와 대학으로 데이터

를 들고 다녔거나, 모두 스위스에 모여 연구

를 해야 했을 것이다. 요컨대, 힉스입자의 발

견은 앞에서 이야기한 4가지 기술, 즉 가속

기, 검출기, 컴퓨팅, 네트워크가 모두 뭉쳐 

만들어 낸 작품이란 것이다.

올해는 우리나라가 CERN과 협약을 맺고 

CMS 실험과 ALICE 실험에 참여한 지 10년

이 되는 해다. 금세기 들어 일본이 순수 과학

분야에서 연거푸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순수

과학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돼 가고 있고, 

우리 정부도 더 이상 간과하지 않는다. 좋은 

현상이다. 우리나라 물리학자들도 LHC 실

험뿐 아니라 다른 고에너지물리실험에 많이 

참여하고 있다. 뛰어난 이론물리학자들도 

많이 배출되고 있다.

가속기 건설도 국가 주요 의제로 끊임없이 

검토되고 있다. 대학을 중심으로 한 검출기 

개발은 이미 오래전부터 많은 기술을 축적

해오고 있다. 게다가 우리나라는 전 세계를 

한 바퀴 크게 도는 고속네트워크인 글로리

아드(GLORIAD)도 가지고 있다. KISTI는 

LHC 그리드컴퓨팅에 참여해 Tier-1센터를 

운영하며 국제사회에 큰 공헌을 하고 있다. 

KISTI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연구망(KRE-

ONET)은 국내의 연구소들과 대학들을 고속

네트워크로 묶어 CERN과의 국제공동연구

를 가능케 하고 있다.

그러고 보면 지금 우리나라는 가속기, 검출기, 

컴퓨터, 네트워크까지 CERN이 가지고 있는 

모든 기술과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다. 현재 구

슬은 다 가지고는 있지만 모두 흩어져 있는 셈

이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하

지 않았던가! 2차 세계대전 이후 흩어진 두뇌

와 자원을 한곳에 집중해 성공을 거둔 CERN

처럼 비록 60년이나 늦었지만 지금 우리가 해

야 할 일이 아닐까.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의 고

에너지물리연구소를 꿈꾸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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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계 각지 한인 과학자들 오프라인에서 즐거운 소통

KISTI는 지난 10월 29일(월)부터 7일간 세계 곳곳에서 코센 회원들이 모여서 자

유롭게 토론하는 ‘코센데이(KOSEN Day)’를 개최했다.

코센(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KOSEN, www.kosen21.org)은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자들을 하나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서비스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원

하고 KISTI에서 운영하는 사업이다.

올해 8회째를 맞이한 ‘코센데이’는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을 주제

로 8개국 55개 장소 411명이 토론을 벌였다. 아울러 기술의 진보와 함께 지구 환

경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논의하고, 기술과 함께 과학기술자들의 사회적 책임을 

함께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다.

3. 
KISTI ‘EDISON’ 플랫폼, 환태평양 국제공동연구 플랫폼으로 활용한다

KISTI의 계산과학플랫폼(EDISON 플랫폼)이 미국국립과학재단(NST) 프라그마

(PRAGMA) 국제공동연구 기반플랫폼으로 선정됐다.

지난 10월 6일(토)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된 PRAGMA 35 회의에서 KISTI의 소

재 데이터 특화 포털 기술과 날개 공기역학 연구 환경을 선보였다. 시연 이후 

PRAGMA 운영위원회로부터 계산과학공학 응용 SW 등록부터 실행, 결과 데

이터 처리·분석까지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는 미들웨어(Middleware)및 

웹 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PRAGMA 국제공동연구플랫폼으로의 활용 제안

을 받았다. 

KISTI는 계산과학공학 플랫폼을 PRAGMA 컴퓨팅자원(미국-일본-대만)에 설

치하여 회원 대상으로 2019년 4월에 개최될 PRAGMA 36차 회의에서 서비스를 

오픈하기로 했다.

이는 국내 기술이 선정된 첫 번째 사례로 국내 기술의 국제 경쟁력 및 거점을 확보

하는 데 있어 매우 의미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4. 
세계 제온파이 나이츠랜딩 슈퍼컴퓨팅센터 한 자리에

KISTI는 지난 11월 6일(화) 대전 KISTI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국가슈퍼컴퓨터 5호

기의 성공적인 활용을 위한 ‘제온파이 나이츠랜딩(Xeon Phi Knights Landing, 

이하 KNL) 컴퓨팅 공동기술 워크숍’을 개최했다.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와 같은 KNL 기반의 슈퍼컴퓨터를 활용하는 해외 슈퍼컴퓨

팅센터의 연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성공적인 활용사례를 발표하고 시스템 운영 

경험을 공유하는 장이 마련되었다.

1. 

KISTI, ‘HPC 기반 가시화 기술’2018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선정

KISTI의 고성능컴퓨팅(HPC) 기반 거대 계산과학공학데이터 가시화 기술 글로브

(이하 GLOVE)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선정한 국가

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됐다. 

KISTI 계산과학플랫폼센터 김민아 책임연구원팀이 개발한 GLOVE는 슈퍼컴퓨

터에서 수행된 계산과학공학 시뮬레이션의 결과 데이터를 연구자들이 분석하기 쉽

게 가시화하는 기술이다. 

계산과학공학 중에서도 전산유체역학은 실세계를 모델링하여 컴퓨터로 수식을 풀

어냄으로써 항공기, 선박 등의 제품 설계 시 공기나 물의 흐름에 따른 제품의 성능

을 미리 검증할 수 있다. 이로써 데이터 분석에 새로운 직관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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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KISTI-국립산림과학원, 공동연구 및 업무협력 MOU 체결

KISTI와 국립산림과학원이 지난 11월 20일(화) 서울 NIFoS에서 산림과학 분

야 연구인력 능력 개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NIFoS의 산림과학 분야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 수요를 KISTI의 연구데이터 

관련 가이드 라인 및 시스템(표준연구데이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해결하고, 

유기적인 연구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산림과학기술개발 관련 공동연구와 공

동세미나 등 다각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갈 계획이다. 

5. 

4차 산업혁명 시대, 어떤 기술이 뜰까?

KISTI는 지난 11월 13일(화) 서울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데이터가 전하는 미래

세상’이라는 주제로 ‘2018 미래유망기술세미나’를 개최했다.

미래유망기술세미나는 올해 13회 차로 KISTI가 선정한 미래유망기술을 발표하

고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전략을 함께 고민하는 소통의 장으로, 매년 2,000

여 명이 참석하는 행사이다. 이번 세미나는 Session 1(혁신)과 Session 2(미래)로 

나눠 진행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기술을 제시했다.

8. 
KISTI-국립생태원,‘생태과학분야 연구데이터 관리체계 구축’ 협력

KISTI와 국립생태원은 지난 11월 26일(월) 서천 국립생태원에서 생태과학분야 연

구인력 능력 개발 및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국립생태원의 생태과학분야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 수요를 KISTI의 연구데이터 

관련 가이드라인 및 시스템(표준연구데이터관리시스템)을 활용해 해결하고, 유기

적인 연구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생태과학기술개발에 관한 공동연구와 공동세미나 

등 다각적인 교류 협력 활동을 전개해 갈 계획이다. 

11. 
KISTI 송년 음악회 개최

KISTI는 지난 12월 21일(금) 본원 강당에서 ‘2018 더불어 함께하는 송년 작

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이날 음악회는 연구원이 직접 참여해 색소폰·단소·

밴드 연주부터 가요·크리스마스 캐롤 합창까지 다양한 무대를 꾸몄다. 이날 

음악회는 KISTI 내 동호회인 ‘더불어 함께’가 무대를 기획하고 구성해 150명

의 연구원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를 가졌다. ‘더불어 함께’는 결손가정 어

린이들을 위한 모금과 후원을 하는 동호회다. KISTI는 음악회를 통해 모금을 

독려하고 직원들간 음악을 매개체로 나눔과 소통의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 최희윤 원장은 “서로 공유하는 스토리가 축적되어 공동체 역사가 

만들어 진다”며 “함께 나누는 좋은 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확산시켜 나가

겠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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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KISTI, 인텔 프로세서 전자구조 연산성능 향상 연구 결과 발표

KISTI 계산과학응용연구센터 류훈 박사 연구팀은 인텔 나이츠랜딩(이하 KNL) 

매니코어 프로세서 전자구조 양자계산 연산성능을 대폭 향상시키는 데 성공했다.

1단계 사업수행 기간(2014-2016)에는 인텔의 1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인 나이츠

코너(KNC)를 대상으로 전자구조 연산의 최적화 연구를 수행했다. 2단계 사업수행 

기간(2016-2018) 동안 2세대 매니코어 프로세서인 나이츠랜딩(KNL)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는 2단계 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은 것이다. 

류훈 박사 연구팀은 KNL 전자구조 연산성능을 향상했을 뿐 아니라, 전자구조 계

산을 이용해 반도체 소자의 성능 개선 연구도 수행하여 개발된 계산 코드의 물리

적 신빙성을 입증하였다. 

10. 
KISTI 멀티미디어 학회 및 ICCC 2018 국제학술대회 참가

KISTI는 지난 11월 16일(금) IT분야 국내 최대학회인 멀티미디어 학회에 참

가했다. ‘상상, 창작 그리고 ICT 융합과 빅데이터’를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

회에서 최희윤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응하는 R&D 생태계 주요이슈

와 대응전략’을 발표했다.

또한, KISTI는 12월 17일(월)부터 3일간 제주에서 열린 한국콘텐츠학회 ‘ICCC 

2018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했다. ‘Future Convergence Contents Realiz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이번 컨퍼런스에서 최

희윤 원장은 최근 이슈가된 ‘글로벌 허위 학술출판의 주요이슈와 대응사례’에 

대해 주제발표를 하였고, “KISTI의 역할이 과학기술계뿐만 아니라 안전, 환

경, 교통 등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생각한

다.”라고 말했다.

9. 
KISTI-한밭대학교, 빅데이터 역량 확보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MOU 체결

KISTI와 한밭대학교가 지난 12월 10일(월) 대전 한밭대학교 산학연협동관에

서 과학기술 발전 및 기술 인력양성을 위한 업무협력 협정을 체결했다.

KISTI는 유기적인 연구 협력 체계를 통해 다각적인 교류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KISTI가 한밭대와 공동으로 협력하는 사항은 ▲신기술 개발

을 위한 공동연구 활동에 관한 사항 ▲보유 시설·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유

에 관한 사항 ▲위탁교육 및 협동강의를 통한 상호 발전적인 협력에 관한 사

항 ▲슈퍼컴퓨팅 등 첨단연구분야 인력양성 및 인력교류에 관한 사항 ▲기타 

양 기관의 상호 관심 분야 등이다.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과학기술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

WITH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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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ver cut a tree down in the wintertime. 

never make a negative decision in the low time.

never make your most important decisions when you are in your worst modds.

Wait. Be patient. The storm will pass. The spring will come.

결정은 
신중하게

겨울철에는 절대 나무를 자르지 마라.

힘겨운 상황에 처했을 때는 부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마라.

침울할 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마라.

기다려라. 인내하라. 폭풍은 지나갈 것이다. 그리고 봄이 올 것이다.

로버트 H, 슐러 Robert H. schu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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