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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KISTI Special. 1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으로 도약하는 KISTI

과학기술 데이터 처리와 분석, 국가 슈퍼컴퓨터 운용으로 데이터 생

태계 중심기관 구축을 목표로 하는 KISTI는 지난 5월 19일(일) 창립 

57주년을 맞았다. 이에 지난 17일(금) 오전 10시 대전 KISTI본원에

서 창립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좀 더 친근하고 재미있

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 위해 밴드 동아리 공연과 외부 공연팀 

축하공연을 진행했다. 먼저 KISTI 락밴드 ‘6PM’의 ‘Battle without 

honor or humanity’ 연주로 기념식의 막이 올랐다. 이 외에도 연

구원들의 색소폰 연주와 피아노 연주, 독창과 중창이 이어졌다.

또 KISTI 최희윤 원장과 연구원들이 소통하는 ‘원장님을 이겨라’ 이

벤트도 진행됐다. 이후에는 외부 공연으로 김선태 전북대 교수가 ‘꿈

결 같은 세상’을 연주해 주었으며, 한의학연구원 김종열 원장밴드의 

‘걱정말아요 그대’와 ‘광화문 연가’가 이어졌다. 이날 최희윤 KISTI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KISTI의 강점인 축적된 지식인프라를 바탕

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으로 도약하자!”

라고 말했다.

KISTI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데이터 기반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 5.0 기본계획’을 실행하고 있다. 본 계획에는 누구나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과학기술 지식정보 생태계 조성이라는 비전

이 담겼다. 최 원장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 NTIS와 데이터  

서비스 플랫폼을 통합한 ‘사이언스온(ScienceON)’ 등으로 데이터

를 과학기술 전주기에 걸쳐 융합·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협업생태계를 조성할 것”이라 강조했다.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을 활용해 과학적 도전뿐만 아니라 국방안보 및 재난 대응 등 국가에

서 필요한 분야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자고 당부했

다. 아울러 축적한 전문정보와 분석 역량을 바탕으로 데이터 기반 과

학기술혁신투자 플랫폼 구축, 지역 사회 현안 해결 기능과 역할 강화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KISTI에 있는 누리온은 1988년 1호기 도입 이래 5번째로 구축된 국

가 슈퍼컴퓨터다. 누리온은 고성능 PC 2만 대와 맞먹는 능력을 보유

했다. 이론 성능의 경우 25.7페타플롭스(PFlops)로, 1초에 2경5천

700조번의 부동(浮動) 소수점 연산을 할 수 있다. 70억 명이 420년

간 계산할 양을 1시간에 처리 가능한 정도라고 KISTI는 설명했다.

KISTI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들

최희윤 원장의 경영이념에 따라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

게 포상하는 시간도 가졌다. 포상은 수상자 모두가 각자의 역할을 다

해 노력한 만큼 보람을 느끼도록 이뤄졌다. 그리하여 우수부서(6개), 

공로상(7개) 외 45명의 직원이 포상받았다.  K

1 2

1,2 원장님을 이겨라 이벤트를 진행 중인 
    최희윤 원장과 KISTI 연구원의 모습동심만리同心萬里를 

이루어가는 KISTI  57주년 기념식 개최

KISTI 창립 57주년 기념식 개최

옷가지가 가벼워진 여름의 문턱 앞, 지난 5월 17일(금) KISTI에서 창립 57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KISTI는 이번 

기념식을 통해 지난 성과를 되짚고, 마음이 같으면 만 리 길도 한걸음에 갈 수 있다는 ‘동심만리(同心萬里)’를 모토로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화기애애했던 KISTI 57번째 기념식에 당신을 초대한다.

글/사진.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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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각 분야에서 최선을 다한 직원에게 
      포상하는 시간을 가진 KISTI 57주년   
      기념식
4. 57주년 기념식 인사말을 전하는 
      최희윤 원장

수상자 모두가 순위와 

무관하게 노력한 만큼 포상을 

즐길 수 있도록 이뤄졌다

아름다운 도전을 응원하는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도전상(1명)

과학기술연구망센터 홍원택 책임연구원

기관을 이끌어갈 차세대 리더들을 격려하는 

헬로루키상(4명)

슈퍼컴퓨팅응용센터 김한슬 선임연구원 

슈퍼컴퓨팅응용센터 최성환 선임연구원

데이터분석본부 이철 선임연구원

연구조정실 육심호 행정원

장기간의 희생과 열정을 쏟아부은 직원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은 공로상(7명)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장지훈 책임기술원 

재무관리실 오종국 책임행정원 

수도권지원 이일형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연구망센터 황일선 책임연구원

RnD투자분석센터 문영호 책임연구원 

학술정보공유센터 최동훈 책임연구원 

아이디어사업화센터 정택영 책임연구원

각 분야의 초석이 되어준 직원에게 감사의 의미를 

수여하는 KISTI 주춧돌상(20명)

학술정보공유센터 정영임 선임연구원

융합서비스센터 이태석 책임연구원 

데이터기반문제해결연구단 정창후 선임연구원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김성준 선임연구원 

국가슈퍼컴퓨팅사무국 육진희 책임연구원 

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 김정헌 선임기술원 

대구경북지원 이동원 선임연구원 

미래기술분석센터 양혜영 책임연구원

수도권지원 김의수 책임기술원 

정책연구실 이상민책임연구원 

예산실 이태헌 행정원 

인재개발실 강동기 선임행정원 

RnD투자분석센터 원동규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이혁로 책임연구원 

연구데이터공유센터 이은혜 조원직

국가슈퍼컴퓨팅본부 김남지 조원직 

충청지원 김혜원 조원직 

총무시설실 유혜정 조원직 

콘텐츠큐레이션센터 최원준 박사후연구원 

슈퍼컴퓨팅응용센터 박찬 박사후연구원

논문, 특허, 기술이전 분야에서 최고의 실적을 

창출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으뜸상(3명)

슈퍼컴퓨팅응용센터 조기현 책임연구원 

슈퍼컴퓨팅응용센터 유석종 책임연구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송중석 책임연구원

기관 재정에 기여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채움상(1명)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박경석 선임연구원

기관 위상 제고에 기여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어깨동무상(1명)

수도권지원 배상진 책임연구원

기관 내 협력과 소통 강화를 이끈 직원에게 

수여하는 동우회장상(1명)

총무시설실 임길빈 책임연구원

연구에 있어 많은 도움을 주는 직원에게 노고의 

감사를 표하는 밑거름상(2명)

융합서비스센터 김다솜 기술원 

대외협력실 이해준 행정원

본연의 업무 외 기관의 원동력으로 각종 TF에서 

활약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일굼상(3명)

데이터분석플랫폼센터 김승해 책임연구원 

융합서비스센터 이혜진 선임연구원

미래기술분석센터 박진서 책임연구원

각 분야에서 화합과 협력을 이끄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이음상(2명)

과학기술연구망센터 김병규 선임연구원 

인재개발실 윤민섭 행정원

KISTI의 사이버안전을 지키는 직원에게 

수여하는 지킴상(1명)

과학기술연구망센터 이원혁 선임연구원

2018년도 기관 청렴도 제고에 기여한 직원에게 

수여하는 청렴상(1명)

성과확산실 박상우 행정원

우수부서상(6개)

NTIS센터, 계산과학플랫폼센터, 기술사업화센터 

KISTI과학데이터스쿨, 기획실, 분원운영실

연구회 이사장 표창(2명)

연구데이터공유센터 이상환 책임연구원

재무관리실 김정훈 책임연구원

드높임상(2명 외 1개 센터)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송중석 책임연구원 

학술정보공유센터 김혜선 책임연구

슈퍼컴퓨터인프라센터

다듬상(1명)

인제개발실 정찬웅 선임행정원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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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KISTI Special. 2

자기 한계와 도구로서의 목적을 명확히 한 과학은 오늘날까지 기술로

서뿐만 아니라 사회 혁신의 도구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어느 때보다도 과학기술이 사회변화의 원동력이 

되는 시대를 살고 있다. 특히 데이터 중심 사회로의 변화와 맞물려, 오

픈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는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 기조가 국

가의 지속적인 혁신 성장을 위한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논문의 자

유로운 이용에 관한 담론(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s, 2002)

을 시작으로 2004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과학기술 장관들의 

회의를 통해 공적자금이 투자된 연구데이터의 접근에 대한 원칙을 

수립하면서 오픈 사이언스는 연구 문화를 넘어서 21세기 과학의 패

러다임으로 자리를 잡았다. 정보통신기술과 축적된 디지털 연구자원

을 통해 효율적인 지식복제와 획득이 가능해졌으며, 이를 통한 데이

터 기반의 연구 협업이 바로 오픈 사이언스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연

구 출판물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연구

데이터의 공동 활용을 추구하는 오픈 데이터(Open Data), 거대과학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의 오픈 콜라보레이션(Open Collaboration)

으로 대표되는 오픈 사이언스는 동일한 연구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연금술 vs 오픈 사이언스

어느 시대에서도 인류는 더 나은 가치 추구를 위한 노력을 멈춘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 모든 노력이 결실을 맺는 것은 아니다. 오랜 시간 

동안 미지의 세계를 여는 학문의 방법으로 여겨진 연금술은 어느덧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다. 그러나 비슷한 노력에서 시작한 과

학은 근대 사회로의 변혁을 이끌어가는 도구가 되어 현대 문명 발전

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엇이 이들 사이의 차이를 만든 것일까? 연

금술에 해당하는 서양의 단어(alchemia)는 검은 땅을 의미하는 아라

비아 “al-kymiya 알키미야”에 근원을 둔 그리스어“χυμεiα키메이아”

에서 유래되었다. 화학적인 성분을 포함하는 검은 땅에서 빚어내는  

“만듦의 학문”이 바로 연금술의 시작이었다. 그러나 연금술은 그 목

적을 금속으로부터 금을 만드는 것에만 두지 않았다. 납을 금으로 변

화시키듯이 인간을 변화시켜 신적 존재로 탈바꿈시키는 것을 추구했

다. 일견 더 고차원적인 가치를 추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자연 현상의 

관측과 물질의 이해를 위한 실험을 신비주의적인 관념과 정신으로 

포장한 결과에 지나지 않았다. 연금술은 결국 수많은 부작용을 낳은 

끝에 역사의 뒷편으로 사라져 버렸다. 반면, 경험과 실험을 바탕으로  

목적이 이끄는 데이터

글. 연구전략실 이정훈 선임연구원



다음 세대를 위한 오픈 데이터 전략

국내에서도 연구데이터 공유 활용 전략을 통해 서랍 속 연구데이터

를 공유 빅데이터로 만들어 개방하는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실제 연구자들의 필요를 채워 주는 결과를 얼마나 기대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개방, 공유의 의무화는 개인 연구자들

에게 기회라기보다는 자기 권리의 포기, 또 다른 규제의 의미로 다가

올 수 있기 때문이다. 오픈 데이터의 실현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조건

적인 개방과 공유의 추구가 아니라 데이터의 활용, 나아가 연구 협업

을 위한 방법 구현을 위한 전략이다. 과거 개인 연구자의 서랍 속에 잠

들어 있는 데이터를 모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보다 더 주목해

야 하는 것은 이미 시작된 데이터 중심 시대를 위한 오픈 데이터 전략

이다.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과 연구 분야는 이미 급증하고 있

으며, 이들 분야에서 데이터 활용을 위한 요구도 뒤따르고 있다. 대형 

실험 장비를 통해 생산되는 초대용량의 실험데이터, 사물 인터넷 기

술을 기반으로 스마트 시티나 디지털 트윈 영역에서 수많은 센서로

부터 실시간으로 생산되는 데이터, 활용가치가 매우 높지만, 정보의 

보호 또한 매우 중요한 의료 보건 데이터 등 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이 

어려운 다양한 환경과 조건을 마주하게 된다. 그 크기 단위가 페타바

이트(Petabyte)까지 이르는 초대용량의 데이터는 공유하고 싶어도 

기술적으로 전송 자체에 어려움이 있으며, 다양한 리소스로부터 생

산된 이질적인 데이터들은 설령 공유한다고 해도 데이터에 대한 정

보와 처리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아무 쓸모가 없다. 또한, 연구 목적

뿐만 아니라 산업 영역에 이르기까지 활용가치가 높은 데이터일수록 

개인 민감 정보를 포함하거나 데이터 생산에 함께 참여한 공공 및 민

간영역 관계자들의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들 환경에서 데

이터의 공유는 더 이상 유효한 방법이 되기 어렵다.

오픈 데이터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치가 데이터 소유권의 공유가 

중복적인 연구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또 다양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과학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연구시설의 한계를 넘어서는 디

지털 협업은 사회 경제적인 비용 절감과 더불어 혁신적인 연구개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오픈 사이언스에 대한 기대는 개

방과 공유에 대한 가치 추구의 목소리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그 목

소리는 기관 제도뿐만 아니라 국가 정책으로까지 반영되고 있다. 연

구 출판물의 자유로운 이용, 데이터의 개방과 공유를 위한 제도, 시스

템 구축의 시도를 보고 있노라면, 모든 전산인들이 한번은 꿈꾸었던 

자유 소프트웨어의 세계가 실제 사회 속에서 이루어질 것 같은 가능

성이 느껴지기도 한다. 실제 미국은 오바마(Barack Obama) 대통령

의 투명한 정부 기조 실천을 위한 2009년 행정 명령(Open Govern-

ment Directive)에 기초하여 오픈 데이터 인프라 구축과 정책을 본

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벤치마킹한 국가들은 개방과 

공유를 위한 여러 정책을 세워가고 있다. 하지만 이 시점에서 뭔가 개

념의 혼동에서 오는 불편함을 지울 수 없다. 개방과 공유를 위한 오픈 

사이언스일까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개방과 공유일까? 개방을 위해

서는 무조건 공유해야 하는 것인가? 공유라는 사회적인 가치를 궁극

적인 목적으로 추구하는 관점에서는 연구 정보와 데이터의 사적 소

유는 지양해야 할 대상이며, 공동의 소유와 관리를 통한 공동체주의 

실현이 최고의 가치가 될 것이다. 이것이 정말 오픈 사이언스를 통해 

얻고자 하는 진정한 가치일까?

아니라 데이터 활용의 결과라면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더라도 그 가

치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데이터 방문(Data Visiting)이

다. 데이터의 수집, 전처리, 저장 및 분석, 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에서 관

리와 보존을 담당하고, 데이터의 활용이 필요할 때마다 해당 시스템을 

방문하는 것이다. 데이터 시스템은 데이터에 적합한 처리 모듈을 마련

해두고 활용 시 시스템을 방문하여 이해관계를 만족하는 다양한 권리 

보호 정책 하에 원하는 처리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

터 방문 시스템과 디스커버리 서비스를 통해 데이터를 검색하고 처리 

결과를 얻는 일련의 작업 과정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기계가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픈 데이터 글로벌 실행 전략인 FAIR의 성숙 단계 

모델로 논의되고 있다. 데이터 생산자의 권리를 보장하면서 데이터의 

활용을 높이기 위한 정책, 거버넌스, 또 이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과 

기술적 난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 개발에 국제적인 관심이 모이고 있

다. 표준화된 메타데이터를 통한 데이터 디스커버리, 사람이 개입할 필

요 없는 자동화된 데이터 워크플로우 그리고 데이터 접근정책의 지능

화·자동화를 통한 상호 운영은 꺼낸 데이터를 광장에 모으는 것이 아

니라 서로 연결된 똑똑한 서랍을 만들어 줄 것이다.

실제적인 가치는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때 얻어질 수 있다. 공유를 통

한 개방이 공허하거나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데이터 활용

과 데이터 기반의 협업을 통한 가치 생산이라는 본래의 목적에서 벗

어나지 않아야 연구자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자발적인 참

여를 끌어낼 수 있는 것이다. 쉼 없이 변화하는 시대와 환경의 바다를 

넘기 위해서는 이카로스처럼 눈부신 태양에 매혹되어 솟구치지 않도

록 주의해야 한다. 우리가 향해 가는 곳은 저 멀리 반짝이는 환상의 신

기루가 아니다. 바다 건너 두발을 디딜 땅임을 잊지 않고 영향을 주고

받는 환경을 끊임없이 관찰하고 이해한다면, 어느 순간에서든지 우

리가 추구하는 데이터의 가치를 얻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K

글로벌 오픈 데이터 활동의 주요 기구 중 하나인 CODATA(Committee 

on Data of the International Science Council) 회장인 바렌 몬즈

는 최근 오픈 사이언스의 오해와 추진 과정의 문제점을 “오픈 사이

언스의 7대 죄악”으로 표현한 바 있다. 기존의 인용지수의 문제점을 

답습하는 보상만을 위한 개방, 데이터의 복잡성과 기존에 이미 존재

하는 데이터의 무시, 비디지털 환경 연구분야에 대한 경시, 보충 설

명 없이 출판되는 데이터, 기계 운용(machine operation) 과정을 

고려하지 않은 정보 관리, 연구 인프라에 대한 투자없이 정보 개방과 

공유만을 요구, 그리고 데이터 스튜어드십(data stewardship) 계획 

없는 데이터의 생산은 이미 오픈 사이언스 추진 과정에서 어렵지 않

게 발견할 수 있다. 이들 문제는 목적을 잊어버린 정책, 목적을 이루

기 위한 바른 전략의 부재에서 비롯된다. 오픈 사이언스의 핵심이 되

는 오픈 데이터를 주목해 보자. 오픈 데이터의 목적은 데이터 중심

의 연구 협업이며 이를 위한 데이터의 활용이다. 이를 위한 효과적

인 방법은 데이터를 사람과 컴퓨터 시스템 모두에게 검색할 수 있도

록 하여(Findable)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Accessible) 한다. 또 기술

적인 방법(level of metadata)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에 대한 

방안(well-defined license)을 마련하는 것이다. 아울러 다른 데이

터들과 상호운용할 수 있도록(Interoperable) 하여 향후의 분석과 

처리에 재사용될 수 있도록(Reusable) 만드는 것이다(FAIR 전략).

연구시설의 한계를 넘어서는 디지털 

협업은 사회 경제적인 비용 절감과 

더불어 혁신적인 연구개발 방법이 

될 수 있다

10 11



12 13

｢KISTI 이슈브리프｣ 발간 배경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로봇기술에 기반을 둔 4차 산업혁

명의 핵심기술은 플랫폼과 공유경제를 특징으로 하는 디지털 경제

를 도래했다. 그리고 과학기술과 경제사회의 결합, 디지털 트윈 & 믹

스 리얼리티(Digital Twin & Mixed Reality)와 같이 각종 경계가 허물

어지는 등의 급격한 변화가 국내·외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사

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과학기술 정

보인프라에 대한 최신 글로벌 동향 분석이 중요하다. KISTI는 이러

한 상황에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ISTI 이슈브리프

(ISSUE BRIEF, 이하 KIB)｣를 발간하고 있다. 

KIB는 과학기술 정보인프라 정책 수립에 필요한 글로벌 정책과 기

술 동향을 과학기술 관련 부처 및 기관에 제공하여 과학기술 경쟁

력 제고 및 정책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나아가 KIB는 사

회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R&D) 성과를 소개함으로써 

국가 R&D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을 유도하고자 한다. KISTI

는 과학기술 정보 환경을 둘러싼 국내외 정책 이슈에 대한 시사점 

및 해결 방안을 KIB의 이슈 분석을 통해 제시함으로써 국가 과학

기술 정보인프라 혁신 정책의 내비게이터(Navigator)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Vision + KISTI Special. 3

최근 국내외 사회경제적 환경이 급격히 변화함에 따라 시의적절한 정책 의사 결정에 필요한 과학기술 정보

인프라의 최신 글로벌 동향 분석이 중요해지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 과학기술 정보기관인 KISTI는 2018년 8월부터 

과학기술 정보 분야의 최신 글로벌 이슈를 발굴 및 분석하여 시사점과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KISTI 이슈브리프』를 

발간하고 있다. 이를 통해 KISTI는 국가 과학기술 정보인프라 정책의 수립과 전략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는 국가 

혁신 정책의 내비게이터(Navigator)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

글/사진. 정책연구실 이상민 책임연구원

과학기술 정보인프라 혁신 정책의 
내비게이터, KISTI 정책연구실

동향분석

이슈분석

시의적절한

시사점 도출 및

해결 방안 제시

국내 외

과학기술정보

정책 현안 정보



14 15

1. 왼쪽부터 정도범 선임연구원, 문희진 박사후 선임연구원,
 이상민 책임연구원, 박성욱 선임연구원, 이준 책임연구원, 
 김강희 정책부장, 정용일 정책연구실장

1

과학기술 정보인프라 글로벌 최신 이슈 분석

몇 달의 준비를 거쳐 2018년 8월에 KIB 제1호(투명하고 건전한 학술

출판 생태계 조성)가 발간되었다. 창간호인 점을 고려해도 제1호는 

국내 과학기술 생태계에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제1호는 당시 과학

기술 사회에서 불거진 해외 부실학회에 대한 문제 제기와 대응 방안

을 제시하여 국내 과학기술인의 연구윤리 체계를 재점검하는 계기

가 되었다. 후속 발간물에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

심 기관인 KISTI’의 역할과 축적된 연구 성과를 확산하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제2호(오픈 액세스 실행 우선 순위는 정책개발)는 연구 성

과물의 개방·공유·활용 체제 구축의 중요성을 제시하였고, 제3호 

(세계 슈퍼컴퓨팅은 어디로 달려가고 있나?)는 슈퍼컴퓨팅 분야에 대

한 글로벌 기술 정책 동향을 소개함으로써 국가 전략 측면에서의 슈

퍼컴퓨팅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2018년 마지막 KIB인 

제4호(데이터로 알아보는 미래유망기술)는 글로벌 주요 기관에서

의 미래유망기술에 대한 메가트랜드 분석에 대하여 심도 있는 정

보를 제공했다. 

2019년 첫 호인 제5호(빅데이터 분석, 사회 문제 해결의 길을 열다!)

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사회 문제에 대한 진단과 발굴 등이 가능

함을 제시하여 발간 후 많은 사회적 관심이 촉발됐다. 또 국가 R&D

의 질적 혁신을 위한 혁신투자플랫폼(R&D PIE) 개발과 적용이 수록

된 제6호(4차 산업혁명 꿈만 꿀 것인가? 이제는 질적 R&D 혁신이 필

요하다!)가 발간되어, 정부과학기술정책에 많은 변화를 일으키기도 

했다. 그리고 KIB에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의 사회 경제적 변화

에 대한 이슈들이 이어졌다. 제7호(4차 산업혁명 시대, 지능화된 법령·

구제 관리 플랫폼이 필요하다), 제8호(4차 산업혁명 시대 新이 경제지

표, 데이터총생산(GDP)) 등이다.

국가 과학기술 정보인프라 혁신 정책에 기여

KIB는 과학기술 데이터, 슈퍼컴퓨팅 그리고 데이터 분석에 대한 

KISTI의 특화된 역량을 바탕으로 시의적절한 이슈를 엄선하고, 효

과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하여 국가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다. 급변하는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 분야에 대한 시의성 있는 동향 

분석과 시사점 도출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매우 중요하므

로 KISTI는 앞으로도 과학기술 정보인프라와 관련된 다양한 이슈에 

대한 양질의 분석과 정책 제안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K

※ KISTI 정책연구실 소개

정책연구실은 국내외 과학기술과 관련된 주요 현안·이슈에 대응

하고 KISTI의 정책기획 역량 강화 및 미래 발전전략 수립을 위해 6

명의 정보정책분야 박사(정용일, 이준, 이상민, 박성욱, 정도범, 문

희진)로 구성된 부서이다. 정책연구실은 KISTI 이슈브리프 발간뿐

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인프라 분야의 아젠다 발굴 및 중장기 발

전 전략을 제시하기 위해 『KISTI 정책총서』를 기획·발간하고 있

다. 급변하는 국내외 과학기술과 정책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선도적 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기관 발전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을 위해 「KISTI 정책자문위원회」를 기획·운영하고 있다. 또한 연

구사업 및 제도 모니터링을 통해 정책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있

으며 빅데이터, 인공지능, 양자컴퓨팅, 데이터 생태계 등의 과학기

술 정보정책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 『KISTI 이슈브리프』는 2018년 5월 과학기술 정보인프라 분야의 급격한 글로벌 환경 
변화에 대한 국가사회의 신속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최희윤 원장의  
지시로 기획되었다.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른 시의적절한 

정책 결정을 위해서 과학기술 

정보인프라에 대한 최신 글로벌 동향 

분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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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sion + KISTI Special. 4_기술사업화센터

전문가들의 분석과 인사이트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인 혁신성장이 가능해진다

1. 왼쪽부터 박강희 선임기술원, 최윤정 책임연구원, 
  김은선 센터장, 김한국 책임연구원

기업혁신을 넘어
혁신생태계를 구현하는 사람들

최근 4차 산업혁명과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빅데이터,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로봇, 바이오 등의 기반기술을 

바탕으로 산업간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과 제품 수명주기의 단축, 새로운 혁신 제품 출현, 다양한 

시장변화와 소비 심리 다변화, 신 밸류체인 창출 등과 같은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처럼 급변하는 시기에 기업이 

지속성장하기 위해서는 기술사업화 과정에서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들은 

예산, 인력, 정보 등 제한된 자원에 한계점이 있다. 이에 KISTI 기술사업화센터는 데이터 기반의 기술사업화 플랫폼 

구축을 통해 과학적이고 효율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을 지원하고, 나아가 혁신 생태계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

글. 윤수이   사진.김하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술사업화 환경을 제공하는 KISTI

최근 빅데이터 분석,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활용

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데이터가 출연(연), 대학, 대기업 등에 집중되

어 있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데이터 활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KISTI는 국내 중소기업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술사업화 환경’ 

제공을 목적으로 기술사업화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KISTI 기술사업화센터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16명의 전문가로 똘똘 

뭉친 조직이다. 이들은 십여 년 이상 축적된 지식, 경험, 노하우를 기

반으로 기술사업화와 관련한 체제를 구축하고, 중소·중견 기업이 활

용할 수 있도록 한다. 더불어 기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도

록 다양한 사업화 모델을 확산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혁신 생태계에 

적용할 수 있는 전략 기획을 담당하는 만큼 센터 구성원 모두가 진취

적인 사고와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기술사업화의 주요단계 즉, 아이디어 개발(수요자 지

향적 R&D 기획, 기술·시장 분석), 기술개발(글로벌 시장 경제력 평

가, 사업 타당성 평가, 4차 산업혁명 대응 기업 역량 진단), 제품개발 

(기술사업화 역량진단 및 Global-up, 고부가가치 명품창출, 기술사

업화 Coursework), 시장개발(글로벌 시장 경쟁력 평가), 지속성장 

(유망아이템 발굴, 글로벌 AR 지원)에 맞춰 중소기업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플랫폼이 신시장 가치 창출에 기여하도록

기술사업화 플랫폼은 기술사업화를 구현할 수 있는 모델, 시스템, 전

문가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자동화된 시스템만 있으면 중소·중견 

기업이 가진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하

지만,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기업은 여전히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

다. 빅데이터 분석의 결과물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 이에 기술사업화센터는 기계학습을 통한 결과물에 센터에서 개

발한 방법론을 활용하고, 전문가의 분석 역량을 활용함으로써 수요

자가 원하는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시장과의 접점에서 문제를 발굴하고, 과학적인 기술사

업화 방법론을 적용함으로써 수요자들은 체계적인 의사결정이 가

능해진다. 아울러 본 과정에 기술사업화센터 전문가들의 분석과 인

사이트를 통해 수요자가 필요로 하는 가치를 창출함으로써 지속적

인 혁신성장이 가능해진다. 일례로 지난해 기술사업화센터가 보유

한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를 통해 지원받은 기업은 시장의 니즈

를 반영한 생산공정의 개선을 통해 매출이 두 배 이상 증가하는 성

과를 보였다.

현재 국내에는 표준화된 기술사업화 방법론 및 지원 플랫폼이 없다. 

이 때문에 중소·중견 기업을 위한 기술사업화 영역은 정책적 공백 

영역으로 남아 있다. 공공의 역할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국내에는 

중소·중견 기업의 수요와 미스매치되는 기술사업화 영역의 기술사

업화 모델을 발굴함으로써 신시장의 창출이 가능하다. 또 민간의 역

할 측면에서는 과학적인 방법론의 적용을 통해 사업화 성공률 제고

가 가능하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혁신과 변화의 새로운 바람이 불

길 바라는 것. 그 바람은 곧 KISTI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어가는 힘이 될 것이다.  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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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 센터장

기술사업화 지원체제 구축

“기술사업화센터의 센터장으로서 중소·중견 기업의 애

로 해소를 위한 사업화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합니다. 

아울러 이를 활용한 기업들이 가치창출을 통한 지속적 

혁신성장을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인프라를 구축하

고 있습니다. 현재 새롭게 개발된 기술사업화 모델들과 

시스템을 각 지역의 중소기업 지원기관과 지자체 등으

로 확산했습니다. 그 결과 기술사업화를 위한 새로운 평

가 방법론으로 채택이 되는 등의 성과를 창출했습니다. 

연구성과물이 현장에 적용되는 선순환 과정을 구축하면

서 ‘연구 따로 사업 따로’가 당연시되었던 과거의 분위기

를 변환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사업

화센터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차체나 중소기업지원 기관

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는 사업화 혁신생태계를 구축하

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 기업이 KISTI 기술사

업화 플랫폼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김한국 책임연구원

맞춤형 산업·시장 정보 제공을 통한 중소·중견 
기업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

 “우리나라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소·중견 기업의 안

정적 성장과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요소를 사전에 파악

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체계화하여 제공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대부분의 중소·중견 기업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및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KISTI와 같은 공공연

구기관의 도움을 받아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이를 극복

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거시환경 및 산업·시장 동향

을 모니터링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또 발

생 가능한 리스크를 미리 파악하여 이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중소·중견 기업의 지속가능

성을 제고 하고자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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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희 선임연구원

산업·시장분석 방법론 연구 및 지능형 
산업·시장분석시스템(KMAPS)

“현재 기술사업화 활동과정에서 요구되는 

산업과 시장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

해줌으로써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매 순간 미래

의 퍼즐을 한 조각씩 맞춘다고 생각하며 연

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매 순간 삶은 선택

의 기로에 서게 되고 그 순간 결과를 지레

짐작하며, 주저하게 됩니다. 미래가 곧 현

실로 다가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 때문일 것

입니다. 하지만 저는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철학 속에 현재에 대한 충실이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

라는 큰 그림 속에서 제게 주어진 일을 퍼

즐처럼 하나하나 맞추어 나가는 것이 저의 

목표입니다.”

박강희 선임기술원

생생기업 해커톤 캠프사업

“현재 기업을 진단하고, 필요한 새로운 성

장동력이라든지 제품을 고도화하는 것. 또

는 글로벌 시장진출을 용이하게 돕는 역할

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계학습과 다양한 

데이터를 이용해 인력의 투입 없이 기업의 

현재 상태 및 미래 성장을 예측하고, 그런 

상황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자동으로 진

단하는 인공지능을 만드는 것이 최종 목표

입니다. 이를 위해 기존에 활용되는 알고리

즘보다 더 발전한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것

을 장기적으로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최윤정 책임연구원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모델 개발 및 
플랫폼을 활용한 혁신생태계 구축 연구

“현재 데이터 기반 시장 중심 기술사업화 

모델 중 ‘유망아이템 발굴·추천’과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와 관련한 모델을 연구하

고 있습니다. 또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기반으로 지능형 플랫폼도 개발 중입니다. 

기술사업화의 현장을 마주할 때마다 그 어

떤 분야보다도 기술과 시장의 연결이 중요

합니다. 때문에 이와 관련된 통찰력, 근거

가 될 수 있는 데이터, 구체화된 컨셉 모델, 

커뮤니케이션 등이 각각 우수성을 나타내

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조화롭게 구성되

어야 연구 결과가 중간에 단절되지 않고,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

분에서 연구적 우수성을 이루어내고, 기술

사업화 혁신생태계에 대한 이해와 구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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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성환 연구원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석박사 통합과정으로 과정으로 2017년에 물리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졸업 후 2017년 9월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입사하여 슈퍼컴퓨팅응용센터 연구원으로 재직 중이다. 관심 

분야는 계산화학이다. 입사 후 최근 2년간 Chemistry - A European Journal 등에 총 2편의 주저자 논문을 게재했다.

Choi Seonghwan

People + 우수논문리뷰

최성환 연구원

“2012년 여름, 처음 기계학습이라는 기술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그

리고 이 기술을 꼭 활용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존에도 

기계학습을 화학에 접목해 연구하는 사례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

나 주로 물성에 관한 화합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들이었습

니다. 그래서 저는 화학 반응에 초점을 맞춰보았습니다. 화학이라

고 하는 것은 화합물의 특성과 화학 반응의 특성을 보는 것인데, 화

학 반응에 관련된 부분은 기계학습으로 연구된 바가 없었기 때문

입니다. 그러던 중 학위를 마칠 때쯤 적절한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MIT(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에서 가지고 있는 

화학 반응에 대한 데이터들이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연구를 진행

하게 되었습니다. 가령 화학 반응 중에서도 얼마나 빨리 화학 반응이 

기계학습을 통한 화학 반응에 초점을 맞추다

기계학습 기법의 놀라운 진보는 다양한 화학적 문제를 다루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을 제공한다. 기계학습은 물리적인 모델을 직접 해결

하는 대신 축적된 데이터로부터 상관 관계(패턴)를 추출해 새로운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예측한다. 이 때문에 기계학습의 주요 이점은 

엄청나다. 먼저 물리적 모델을 해결하는 것에 비해 엄청난 계산 속도

를 자랑한다. 따라서 양자화학 분자물질의 흡광스펙트럼 및 안정성 

등 다양한 화학 분야에서 활용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주로 물성

에 관한 화합물의 특성에 초점을 맞춘 연구일뿐 화학 반응에 관련된 

부분은 기계학습 응용 연구가 상대적으로 미진했다. 이에 KISTI 슈퍼

컴퓨팅응용센터 최성환 연구원은 기계학습을 통한 화학 반응의 에

너지 장벽 예측에 초점을 맞췄다. 

에너지 장벽 예측의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연구

슈퍼컴퓨팅응용센터 최성환 선임연구원

최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기계학습이 화학 문제에서 강력한 해결책으로 부상했다. 이에 국내 계산화학 학자들이 

기체상 반응의 활성화 에너지 예측을 위한 기계학습 모델의 타당성을 조사했다. 그 결과 큰 반응 데이터를 가진 심층 

학습 접근법이 실행 가능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다. 이번 ‘우수논문리뷰’에서는 에너지 장벽 

예측의 새로운 길을 확인한 논문을 소개한다.

글. 윤수이   사진.이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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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는지, 온도에 따라 얼마나 빨리 반응 속도에 변하는지에 대해 

예측을 하기 위해 에너지 장벽(혹은 활성화 에너지)이라고 하는 화

학반응의 고유한 특성값을 예측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화학 반응 표현자의 한계점을 넘다

화학 반응 속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화학 반응을 표현하는 방식을 

표현자 혹은 기술자(descriptor)라고 한다. 그러나 기존 연구는 화학 

반응을 표기하기 위한 방식은 한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화학 반응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는 부정적인 결과가 보고 될 정도였다. 이에 최

성환 연구원은 기존에 있는 표현자와 제일원리계산결과를 연결하

여 새로운 표현자로 사용하여 기존의 한계점을 넘었다. 

최성환 연구원

“결국 이 연구는 어떻게 화학 반응을 기계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

록 표현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표

현자에 제일원리 계산 결과를 섞었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 우수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표현자들은 반응물과 생성

물의 구조적 화학적 정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로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기에 저는 제가 전공했던 제일

원리계산결과까지 추가함으로서 확장된 표현자를 구성할 수 있

었습니다.”

공업적 가치를 돋우는 일

기존의 화학을 생각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이미지는 형형색색

의 용액이 담긴 비커들이 담긴 실험실일 것이다. 많은 화학 반응들

은 용액상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체상에서 진행되는 화학

반응 역시 적지 않다. 최성환 연구원은 공업적인 관점에서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많이 있는 기체화학 반응에 대한 연구를 진행해볼 수 있

지 않을까 생각했다. 

최성환 연구원

“사실 기체 화학 반응은 연소, 폭발과 같이 굉장한 속도로 이루어지

는 화학반응이 많습니다. 때문에 화학반응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체 화학 반응은 공업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분야가 상당합니다. 예를 들어 로켓 엔진, 미사일, 연소

실험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진행됐던 연구와는 다른 방식이지만, 앞

서 말한 공업적 분야에 대한 연구를 좀 더 가치 있게 해줄 수 있지 않

을까 생각했습니다.”

새로운 생각의 길을 열어주는 연구

많은 사람은 어떤 과학적인 연구나 결과가 실제 생활을 바꾸는데 의미

를 찾는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다르다. 사람들한테 새로운 

생각을 줄 수 있는 연구를 하는 것 또한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한다. 

최성환 연구원

“저는 이번 논문을 통해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주는 논문을 쓰기 위

해 노력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에너지 장벽을 예측하기란 쉽지 않

은 문제라는 것이 전반적인 생각이었다면, 이번 논문을 통해 우리

가 가지고 있는 표현자들로 새로운 도전을 한 셈입니다. 모든 연구

가 삶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과

학적 논의에서 새로운 생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연구 목표 아닐까요? 저는 이번 논문이 제 관점의 연장 선상에 있

다고 생각합니다.”

트렌드를 따라가는 논문작성의 비결

기계학습이라는 분야는 워낙 빠르게 출판되고, 성장하고, 변화한다. 

이 때문에 기계학습이라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어도 연구가 진척되

지 않는다면, 1년 후, 2년 후 굉장히 철 지난 연구가 될 수도 있다. 최

성환 연구원은 기계학습이라는 트렌드에 맞춰 빠르고, 정확한 연구

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뒀다.

최성환 연구원

“트렌드에 맞춰 연구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이 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구에 임했던 것 같습니다. 이번 논문에는 

5명의 저자가 참여했습니다. 많은 연구자가 참여하는 만큼 일을 

효과적으로 분배하고, 빠르게 하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사

실 많은 논문이 여러 명의 공동 연구자가 참여해도 실제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은 정해지게 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참여하

는 사람들이 모두 재미있게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리고 많이 소통하고 즐겁게 연구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결국, 

원활한 소통이 전체적인 시너지를 냈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연구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사람과의 관계가 아닐

까. 일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는 개인의 실력이 될 수도 있지만, 최성

환 연구원은 관계를 우선으로 뒀다. 많은 사람이 모여 있을 때 연구

원들의 관계, 또한 연구원을 하나로 묶는 공동체의 대화 문화를 어

떻게 설정해 나가느냐가 대화의 질을 결정하게 된다. 그리고 그 대

화의 질이 그 공동체가 성취해나가는 과학적 결과의 수준을 결정한

다는 것이 최성환 연구원의 지론이다. 그리고 그는 연구자로서의 학

술적인 목표와 개인적으로의 목표 안에서도 화목하기 위해 노력하

고 있다. K

수많은 과학적 논의에서 

새로운 생각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 

그것도 하나의 연구의 목표 아닐까요?

1 2

3

A)는 결정계수(R2)에 대한 것이며, B)는 평균 절대오차(MAE)와 평균 제곱오차
(RMSE)에 대한 것이다. B)의 음영 영역은 밀도 기능 이론 계산의 MAE 범위를 
나타낸다.

Coefficient of determi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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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b)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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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l/mol)
MAE
RMSE

1. KISTI 본원 별관 3층에서 인터뷰 중인 최성환 
 선임연구원
2. 기계학습을 이용한 활성화 에너지 예측에 대한 
 개략적인 표
3. 세 개의 숨겨진 계층 수를 가진 SVR, TB 및 ANN의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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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자리매김한 이 도시의 이야기는 곧 ‘1970년대만 해도 세계 신

발 수출 1위였던 우리의 부산은 왜 그렇게 되지 못했을까?’라는 질문

으로 이어진다. 결국, 지역의 정체성을 정립하고 그에 맞춤한 기업생

태계를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하며, 지역 혁신 연구의 중심 주제도 

거기에 있다는 얘기였다. 그렇다면 사회 혁신이란?

“공공선을 위한 행위가 기업 활동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죠. 포항 앞바다의 갈 파래, 괭생이모자반 같은 거대 해조류 얘기 

들어보셨나요? 이런 류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건 사회적으로 가치

가 있는 일이에요. 핵심은 그 역할을 자생적인 이노베이터 집단, 다

시 말해 사회적 혁신가 그룹을 통해 해결한다는 겁니다. 기계연구원

이나 화학연구원 같은 기관들이 포항의 해조류 문제 해결을 위한 연

구를 수행하고, 우리 연구단은 저 혁신가 그룹의 기업화를 위한 정

책을 제안하는 식이죠. 그렇게 서로 유기적인 협력 관계를 이룬다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생태계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혁신기업연구단지의 4가지 주요 관심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이하 STEPI)에서 혁신기업연구단을 이끄는 김

선우 단장은 사업단의 모태로 2015년 출범한 기업가정신연구단의 

창단 멤버였다. 이어 혁신기업연구센터를 거쳐 현재의 이름으로 바

뀐 이후로도 한결같이 팀의 리더로서 활동하고 있다. “우리 연구단

이 다루는 주제로는 앙트프러너십(Entrepreneurship)이라 불리는 

‘기업가정신’과 ‘벤처/중소기업 혁신’이 있습니다. 또, 기업의 문제를 

‘지역’과 ‘사회’ 혁신에 연계해서 새로운 대안을 찾는 연구도 하고 있

고요. 기업가정신 연구는 창업 생태계의 역동성을 부여하는 정책을 

제안하거나 민간 동향을 분석해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게 주된 

목표예요. 벤처/중소기업 연구 분야는 기업의 기술 혁신과 역량 강화

가 주제고요.” 김선우 단장은 연구단 수행과제 가운데 다소 모호하게 

느껴지는 ‘지역’이나 ‘사회’ 혁신 연구가 어떻게 기업 혁신 생태계와 

연결되는지도 들려주었다. 김 단장이 지역 혁신의 대표 사례로 제시

한 도시는 미국의 포틀랜드. 나이키로 인해 ‘아웃도어 문화의 거점’ 

정보분석, 과학기술정책을 만나
기업생태계 혁신을 이끌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 김선우 단장

2016년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서 선언된 이후 ‘4차 산업혁명시대’는 일상적인 단어가 됐다. 기업 경영에서도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의 활용이 주요 관심사로 자리 잡은 현실. 시장의 트렌드 분석부터 미래기술을 활용한 제품 

개발에 이르기까지 전방위적 차원에서 첨단 기술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거대 기업을 제외한 많은 수의 

중소·중견기업, 특히 지방 소재 기업들에 이 같은 흐름은 아직 피부로 와 닿고 있지 못한 게 사실이다. 

국가 경제의 근간이 되어야 할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이 급한 당면 과제로 떠오를 만하다.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기업연구단의 김선우 단장이 분주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글/사진. 편집부

Entrepreneu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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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의 정보분석 역량이 부럽다는 김선우 단장

기업의 혁신을 연구하는 혁신기업연구단의 입장에서 KISTI 미래기

술분석센터가 진행하는 ‘데이터 기반 지능형 미래기술 분석체제 구

축사업’은 아주 유용한 기회가 될 수 있다. KISTI가 보유한 방대한 

자료는 미래기술을 예측하고 전망하는 데 유의미한 오픈 데이터

로 구축된다.

“기업과 지역, 혁신에 관한 연구는 서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어요. 

예를 들어 경기도 화성을 볼게요. 이 지역은 소기업 중심이고, 의류 

제조 기업이 많다는 진단이 나와요. 그다음은 이 지역에 대학과 연

구소가 있는지, 지자체의 산업 육성방향은 어떤지를 통합적으로 들

여다봐야 기술 혁신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어요. KISTI는 그런 정보

들을 축적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우리 연구단은 지역의 핵심기업

군을 정해서 그들의 니즈(Needs)가 뭔지를 파악한 후 KISTI에 분석

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그럼 KISTI에서 그들의 기술 개발 요구와 관

련된 특허 소유자들, 관련 논문들, 연구 주제를 수행하기에 적합한 

대학들도 체크해주는 거죠. 해당 분야의 전문가를 소개할 뿐만 아

니라 필요한 지적 자산을 연결해서 기술 이전도 가능하게 해요. 그

런 정보 자산을 지닌 KISTI가 너무 부럽습니다.”

교류는 이제 시작단계라고 봐야죠. 두 조직이 각자 연구하며 주목해 

온 분야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찾아내 보자는 취지에서 출발했고요. 

그 첫 주제로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떤 연구개발 분야에 

쓰이는가를 다룬 겁니다.”

김선우 단장은 ‘중소기업을 위한 R&D 기획 지원방안’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아래 앞으로도 두 조직이 지속적인 협력 연구를 펼쳐갈 것이

라 말한다. 비록 교류의 역사는 짧지만, 공통의 연구 주제를 발견하

게 된 것만으로도 큰 성과였다는 것이 김 단장의 자평이다. 혁신기

업연구단이 정부 KOSBIR(한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제도) 프로

그램과 관련해 연구한 관련 부처별 중소기업 지원 데이터는 엄청나

다. KISTI의 컴퓨팅 능력은 그것들을 분석하는 한편 새로운 분석 과

제들을 제시할 수도 있다. 그 분석 결과가 다시 혁신기업연구단의 지

원사업 타당성 검증이나 정책 제안의 토대가 되는 선순환! 김 단장의 

기대치가 올라가는것도 당연하지 싶다.

“보고서 발간은 1단계이고, 2019년부터는 협력의 수준이 훨씬 높아

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는 자체연구로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을 

연구해 왔고 앞으로도 지속할 겁니다. 이제 교류 자체에 의미를 두

기보다는 더욱 진전된 데이터의 교환이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일단 

KISTI 연구진이 너무 좋은 분들이세요. 게다가 공동의 관심사도 분

명하니, 연구를 매개로한 결속력도 더 높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K

혁신기업연구단이 KISTI 

미래기술분석센터의 연구진과 교류를 

시작하고서 나온 첫 결과물이었죠

1. KISTI 미래기술분석센터가 보유한 분석모형을 활용해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과제의 유사성 분석을 실시 
 한 혁신기업연구단
2. ‘중소기업을 위한 R&D 기획 지원방안’이라는 공통의  
 관심사 아래 KISTI와의 지속적인 협력 연구를 펼쳐갈  
 것이라 말하는 김선우 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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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I & KISTI 협력의 선순환을 기대하며

STEPI와 KISTI. 전자는 기업 혁신역량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를 가졌

고, 후자는 정부 지원 과제, 논문, 특허 등의 각종 데이터베이스를 보유

하고 있다. 기업이 원하는 바를 파악할 수 있는 STEPI, 그리고 그 원하

는 바를 채워 줄 정보 자산이 있는 KISTI의 협력이야말로 당연한 귀결

이 아닐까.

“KISTI가 보유한 자료를 활용하면 굳이 기업에게 R&D 수요조사 같은 

걸 할 필요가 없어요.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지원 대상 기

업을 발굴해낼 수도 있으니까요. 서면이나 대면, 현장 평가로 이뤄지는 

기존의 조사 방식에 쓰이는 막대한 행정비용도 아낄 수 있고 말이죠.”

2018년 혁신기업연구단은 KISTI 미래기술분석센터가 보유한 분석모

형을 활용해 정부부처별 중소기업 지원과제의 유사성 분석을 실시한 

바 있다. STEPI가 발행한 『2017년 중소기업 R&D 정책연구(총론)』에 

수록된 분석 결과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환경

부, 국방부 등 14개 정부부처의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분석 대상

으로 한다.

“혁신기업연구단이 KISTI 미래기술분석센터의 연구진과 교류를 시

작하고서 나온 첫 결과물이었죠. 2018년 하반기부터였으니까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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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속성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핵심적인 기술로 떠오르는 기술로는 인공

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딩 기술,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등이 있다. 이

러한 기술들이 “과연 새로운 기술일까?”라고 묻는다면 정답은 아니

다. 믿기지 않겠지만, 기존에도 존재했던 기술이다. 그렇다면 4차 산

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기술들이 이미 존재하는 기술이라면, 왜 4차 

산업혁명이 이제야 시작된 것일까? 이유는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할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그 비용이 낮아짐에 따라 본격적으로 다양

한 사업 분야에서 사용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게 된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속성은 무엇일까? 바로 ‘연결’이

다. 사람과 사람, 사람과 기계의 연결은 다양한 산업 간의 융합을 일

으킨다. 미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은 2014년 음성인식 인

공지능 비서 알렉사(Alexa)를 내놓았다. 이후 알렉사는 스피커에도 

탑재되고, 포드 자동차에도 탑재되고 LG전자 가전제품에도 탑재된

다. 알렉사를 통해 가전제품과 자동차와 스피커가 서로 연결된 것이

다. LG 전자 냉장고에 들어 있는 식료품을 확인할 수 있고, 포드 자동

차에서 집 안의 에어컨을 켰다 끌 수도 있게 된다. 이로써 서로 개별

적으로 작동하던 디바이스들이 서로 연결되고, 서로 소통하게 되는 

시대가 열리게 된 것이다. 

바로 네트워크를 통한 ‘데이터’의 이동 덕분이다. 사람과 기계, 기계

와 기계 간의 통신을 통해 데이터가 이동하게 된다. 4차 산업혁명 시

대에는 수많은 디바이스들이 데이터를 만들어 내고 서로 연결되기 

때문에 데이터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그렇다면 데이터의 이

동을 문제없이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기술이 필요할까?

모든 것을 연결하는 5G 기술

자율주행차가 실시간으로 도로상황과 연계하려면 초당 1GB, 한 시

간에 3.6TB데이터가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어야 한다. 또 자율주

행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들이 네트워크를 통해 대량의 데

이터 전송이 이루어져야 한다. 5G는 초당 데이터 전송속도가 1초에 

20기가비트로 이론적으로 4GB보다 20배 정도 빠르고, 데이터 전송 

속도가 획기적으로 빠르다. 그러나 전송 지연시간은 4G의 10분의 1

에 불과하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속성인 연결을 구현하기 위

해서는 연결에 의해 발생하는 폭발적인 데이터의 전송을 가능케 하

는 5G 기술이 필수적인 이유다.

모든 것이 연결되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30년 후 미래를 상상해보

자. 밤사이에 입고 잔 내 잠옷에 부착된 신체 정보 센서들이 나의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이상 유무를 인공지능 비서를 통해 알려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새로운 세상은 

5G 기술을 통해 우리에게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과 5G

4차 산업혁명은 모든 것을 연결시킨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산업혁명에는 각 산업혁명을 주도한 기술이 존재했다. 1차 산업혁명은 증기기관이 2차 산업혁명은 

전기에너지 기술이 3차 산업혁명에는 컴퓨터와 정보통신 기술이 새롭게 등장해 산업에 엄청난 영향을 끼쳤다.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에는 어떤 새로운 기술들이 등장할까?

글. 배경용 칼럼니스트

인공지능 음성 비서에 스케줄을 물어보면, 내 스케줄러를 확인해서 오

늘의 스케줄을 알려준다. 또 냉장고에 있는 물건을 확인하고 부족한 

우유와 계란을 자동으로 주문하면, 드론이 집까지 배송해줄 것이다. 

로봇이 대신 요리를 하고, 자율주행차에 음성으로 목적지를 말하면 

가장 빠른 길을 탐색해서 이동할 것이다. 이렇듯 다가올 미래에는 서

로 연결되고 데이터를 주고받게 될 것이다. 

어쩌면 우리가 상상하고, 꿈꾸는 것들이 극히 일부분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더 꿈같은 일들이 우리 앞에서 펼쳐지게 될 수

도 있다. 4차 산업혁명이 그리는 새로운 세상은 5G 기술을 통해 우리

에게 더욱더 빠르게 다가오게 될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속성은 무엇일까? 바로 ‘연결’이다. 사람과 

기계, 기계와 기계 간의 연결 그리고 다양한 산업 간의 연결과 융합

이 이루어질 것이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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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과 국가혁신시스템의 변화

KISTI는 지난 2월 22일(금) 제6호 이슈브리프를 발간했다. ‘KISTI 이

슈브리프’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을 국가의 잠재적 성장률을 제고

시킬 수 있는 모멘텀으로 전환하기 위해 4가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바로 창의적 융합 R&D, 신속한 R&D 그리고 효율적 R&D가 

가능한 탈추격형 R&D 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다. 성장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 융합

을 구현할 수 있는 통합적 기획이 필요하다. 가령 기술적 측면을 비

롯해 교육과 인력양성, 규제와 제도, 투자와 금융, 사업화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적 기획 등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기술 개발과 신시장 창출을 위한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성장전략은 기업가 정신으로 도전하던 지금까

지와는 완전히 다른 전략이다. 이는 개방과 협력을 통한 창조적 융합

에서 기인한다.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 혁신의 최우선 과제는 융합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하는 것이다. 각종 진입장벽과 규제 그리고 

부처 간 장벽들은 탈추격형 전략의 최대 걸림돌이다. 

또 현재 우리 경제의 문제는 성장률이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서가 

아니라 잠재성장률 자체가 낮아졌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기존의 

기술·산업을 융합한 데이터 기반의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는 한편, 

기업을 포함한 R&D 혁신을 위한 투자 체계 및 시스템 개선 등으로 

혁신을 이끌어가야 한다. 

이에 KISTI는 4차 산업혁명 핵심 기반 인프라 DNA(Data, Net-

work, AI)에 기반한 유기적인 혁신 플랫폼을 구축하고, 그 안에서 

기존의 기술·산업을 융합한 데이터 기반으로 새로운 영역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과학기술 혁신 선순환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속 가능한 과학기술혁신 및 잠재성장

률 제고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 위기는 ‘혁신

성장 & 4차 산업혁명 제고 → 과학기술 혁신성 증대 → 혁신적 아이

디어 → 기술융합 활성화(혁신적 지식축적) → 기술혁신으로 이어지

는 연결고리가 미약 혹은 차단된 상태에 기인한다. 이에 누락된 고리

를 연결하고, 4차 산업혁명 기반 혁신과 일자리 창출로 최종 성과인 

국부창출로 이어지도록 하는 중간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과학기

술혁신 투자 플랫폼 (R&D PIE : R&D Platform for Investment & 

Evaluation)」을 소개한다.

4차 산업혁명 꿈만 꿀 것인가? 
이제는 질적 R&D 혁신이 필요하다!

R&D 혁신투자플랫폼 (R&D PIE) 개발 및 적용

KISTI에서는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대응 데이터 기반 과학기술혁신의 선순환체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이유가 

총요소생산성 중심의 혁신투자플랫폼(R&D PIE)이 미흡했기 때문이라 판단했다. 이에 누락된 고리를 복원하고자 한다. 

본 글에서는 R&D PIE의 작동원리와 플랫폼으로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한다. 그리고 기존의 R&D 투자 전략을 “효율의 

추격 전략”에서 총요소생산성 증대를 위한 “혁신의 탈추격 전략”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전략을 제시했다.

글.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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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대 분야 신규도출 사업 수요부처 PIE 활용 기술군

자율주행차 4개 과기부, 산업부, 국토부, 경찰청 23개

정밀의료 6개 과기부, 산업부, 복지부 17개

지능형 로봇 2개 산업부, 복지부 6개

고기능 무인기 7개 과기부(1), 산업부(2), 국토부(2), 다부처(2)
(해수부+해경청, 과기부+산업부+국토부) 25개

스마트시티 5개 산업부(2), 국토부(2), 행안부, 부처(1)
(과기부+국토부+산업부+행안부) 12개

미세먼지 4개 산업부(3), 해수부(1) 11개

스마트그리드 10개 과기부(1), 산업부(8), 해수부(1) 19개

스마트팜 9개 농림부(8), 해수부(1) 13개

합계 43개 9개 부처 126개

4차 산업혁명 시대 국가 R&D 혁신 시스템

플랫폼은 기술중심의 종적인 사업별 예산 배분 방식에서 탈피해 4차 산업혁명의 특성인 기술이 시장과 사

회로 확산되는 횡적 경로인 ‘기술-산업-인력양성-제도-정책’을 패키지 형태로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연계 

체계다. 또 부처별 산재된 R&D 사업을 분야별로 통합 관리·평가하고, 웹 기반으로 개발하여 관련 정보를 

상시 업데이트할 수 있다.

또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 지식의 활용성을 극대화하고, 고부가가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 지식플랫폼은 참여자들이 원활한 상호작용을 위한 중간 매

개체 역할을 수행하는 플랫폼 형태의 시스템이다.

아울러 KISTI는 자율주행차, 고기능 무인기 등 8개 분야에 대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발굴된 ‘기초과학-핵

심기술-기반기술-융합기술’등 기술분류체계를 근거로 정책 및 제도개선과 연계성 등이 검토된 R&D 투자

분석과 정책적용 현황을 소개했다. 또 과학기술정보서비스와 연계 체제를 강화함으로써 국가연구개발자

원과 산업인력양성 현황이 시스템과 연동돼 모든 상황을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고 제도가 상호 연계돼 

국가 연구개발투자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KISTI 최희윤 원장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 대응을 위해 공공 및 민간 분야의 지식의 활용성을 극대화하

고, 고부가가치 지식을 생산할 수 있는 지식플랫폼 구축 전략이 필요하다.”라며, “정부R&D투자분석시스

템인 R&D PIE 플랫폼이 4차 산업혁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과학기술혁신프레임워크로 자리매

김하는 동시에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K

공급자

투자분야

R&D PIE  수요자

구성 내용

기술분류 해당 분야의 산업화를 위해 필요한 핵심·기반·융합기술 분류

주요 R&D사업 해당 분야의 주요 R&D 사업을 기술분류체계와 맵핑

인력양성 각 부처에 추진 중인 해당 분야의 인력양성 현황

제도개선 신산업 창출을 저해할 가능성 있는 분야별 제도적 이슈사항 분석

정책 기술개발 전략, 산업혁신정책 등 해당 분야의 각 부처 추진 계획

국가 R&D 투자
(과학기술혁신본부)

중기부

복지부

문체부

산업부

과기부

국토부

도
기
양
묵
ㄴ
기

미
네
난
지
아
감

정
굴
임

데이터기반 기술군

인력양성

제도

이 / 산업 / 시장분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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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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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차

총요소생산성 연계 효율성 극대화

Cross-cutting Innovation

기술혁신→기술진보→부가가치율 제고 비용절감→기술진보향유

기술확산

수요자

R&D > 기술 > 산업 > 인력양성 > 제도

R&D PIE 플랫폼이 4차 산업혁명 

대응 과학기술정책을 수립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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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KISTI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침수 문제 해결 솔루션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침수 문제 해결 솔루션이란?    이름

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인공지능, 슈퍼컴퓨팅을 접목해 침수가 

발생하기 전, 침수 발생 원인(위험 맨홀 및 관로), 침수 발생 지역 범

위 등을 예측해서 제공하는 기술입니다. 침수 예측에 있어 가장 중요

한 부분은 바로 강우입니다. 강우 정보의 질에 따라 침수 예측 정보

의 질이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제 기상모델을 통해 생

산된 예측 강우 정보와 실제 관측 강우 정보와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이에 KIST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강우와 관

측 강우의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강우 정보를 예측하고

자 합니다. 이처럼 침수 예측 기술은 강우 정보와 하수 우수 관망 및 

맨홀 데이터, 데이터 수치표(DEM), 토지 피복도, 경사도, 건물 데이터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해 관망에서의 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해

석합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기반으로 슈퍼컴퓨팅을 통해 지표에 어

떻게 물이 퍼져나가는지 예측하는 기술입니다. KISTI는 본 기술을 통

해 침수 발생 전, 정밀한 침수 예측 정보를 실시간으로 지자체에 제

공하고, 침수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KISTI는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강우와 관측 강우의 차이를 분석

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강우 정보

를 예측하고자 합니다

1.  인공지능 및 슈퍼컴퓨팅을 활용한 침수 문제 해결 
       솔루션의 필요성을 설명 중인 장동민 책임연구원
2.  침수 대응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는 침수예측 

상황판

최근 사회현안 해결이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으며, 국민안전문제가 필수 

해결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지자체별로 도시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특화 대응 사업이 

진행 중이다. 특히 침수 문제 해결은 그동안 많은 기관에서 연구 인력과 시간을 투자해온 분야였다. 

이에 KISTI는 기존 개발된 침수 예측과는 달리 KISTI만의 강점을 활용하여 새로운 침수 예측 정보 

제공에 나섰다. 

글. 윤수이   사진. 이용국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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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수 위험 정보를 통해 인명 대피, 교통 통제, 차량 이동 등 침수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응함으로써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침수 발생 수시간 전에, 하수 및 우수 관망의 흐

름 성능을 방해하는 요인(담배꽁초, 나뭇잎 등 맨홀 및 관로 청소)을 

제거함으로써 선제적 방재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추가로 강우 시나

리오 기반의 침수 정보를 동시 제공합니다. 이 정보를 기반으로 하수

도 기본정비 계획, 풍수해저감기본계획 및 원도심도시계획 등에 활

용함으로써 안전한 도시 조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침수

지역에 대한 정량적 피해 총량을 제공함으로써, 긴급복지구역을 선

별하고, 피해 보상 마련 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우리 데이터기반문제해결연구단은    KISTI의 3대 강점인 데이터, 인

공지능, 슈퍼컴퓨팅 분석을 결집하여 국민 생활안전과 관련된 현안

을 해결하기 위해 솔루션 개발 및 서비스를 목적으로 지난해 3월 설

립됐습니다. 총 4가지 분야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각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습니다. 비록 소수정예로 이루어진 연구단이지만, 

구성원 모두 열정을 가지고 좋은 결과를 달성하기 위해 연구에 임하

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솔루션은 실제 지자체 시범 활용 및 실

증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합니다. 현

재 협업 중인 인천광역시와는 지난해 7월 MOU를 맺어 올해 6월~9월 

장동민 책임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장동민 박사는 2014

년 2월에 동국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공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에 선임연구원

으로 근무했다. 2014년 9월부터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에서 재직 중이며, 현재까지 총 6편

의 SCI 논문을 게재하였으며, 논문당 평균 피용 

수는 10편이다.

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에 들어갑니다. 2개월 정도는 시범 운영

을 통해 검증하는 단계이고, 2개월은 검증된 단계를 위주로 고도화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개발 중인 기술이 현업에 활용

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서원 모두 기대감과 동시에 사명감과 책임

감을 느끼며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국가주도 및 지자체 주도의 도시 계획 및 재난 대응 정책 수립에 기

여하는 것    을 최종 목표로 합니다. 작년 3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민생활연구팀을 신설하고, ‘과학기술을 통한 국민 생활 및 안전 문

제 해결’을 목표로 국정과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민 생활 및 안

전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현재 정부 및 지자체는 많은 관심과 노력

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데이터기반 문제해결연구단의 최종 목표는 

KISTI의 최대 강점인 데이터, 인공지능, 슈퍼컴퓨팅 기술과 더불어 

분석 능력을 결집하여 국민의 생활 및 안전 개선을 목적으로 사회현

안을 해결하기 위한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더 많은 현안이 현실적으로 재현 혹은 예측 가

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과학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기

대합니다. 이에 우리 연구단은 개발 중인 수요중심의 솔루션 활용을 

극대화해서 문제 해결을 위한 선제적 해법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K

본 기술의 개발 배경과 목적은?    최근 사회현안(국민 생활문제) 해

결이 국가 및 지자체의 주요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최근 정

부는 국민안전 문제를 필수적인 해결과제로 명명하고, 지자체별 도

시재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특화 대응 사업을 추진 중입니다. 

특히 청주, 인천, 대전 등 단시간의 집중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한 지

역은 이상 기후변화로 인해 극한 강우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할 전망

입니다. 이러한 피해는 도시 내 인명 및 재산 피해를 더욱 극대화시

킬 것으로 예상합니다. KISTI는 많은 사람이 도시에 밀집하여 주거

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는 마련책이 필요하

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데이터기반문제해결연구단은 침수에 안전

한 도시 조성, 풍수해 위험과 직결된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KISTI는 사전 침수 예측 정보를 통

해 지자체 주무부서의 발 빠른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고, 침수로 인한 

경제 및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본 기술에 바라는 기대효과는    그동안 많은 기관에서 침수 문제 해

결을 위해 연구 인력과 시간을 투자했습니다. KISTI는 기존의 개발

된 침수 예측 기술과는 달리 인공지능을 융합하여 진보된 강우 정보

를 생산했습니다. 그리고 슈퍼컴퓨팅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해석

으로 정밀한 실시간 침수 예측 정보 제공이 가능해졌습니다. 실시간 

3.  침수에 안전한 도시 조성, 풍수해 위험과 직결된 
국민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기술을 개발 중
인 장동민 책임연구원

3

실제 개발 중인 기술이 현업에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하니, 부서원 모두 기대감과 동시에 

사명감과 책임감을 느끼며 프로젝트에 

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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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R는 Confederation of Open Access Repository의 약어이

며, 2009년 유럽의 DRIVER 프로젝트의 지원을 받아 처음 만들어졌

다. 전 세계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의 구축 및 발전을 비전으로 공

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라 할 수 있다. 매년 Annual Meet-

ing을 통해 1년간 참여 기관 또는 회원들이 진행했던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관련 프로젝트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더 나은 방향

을 모색하고 있다.

올해는 5월 21일(화) 부터 23일(목) 까지 프랑스 리옹의 리옹2대학에

서 Annual Meeting이 개최되었다. KISTI에서는 General Assem-

bly 멤버 자격으로 서태설 센터장(학술정보공유센터)과 신성호 선

임연구원(연구데이터공유센터)이 참석하여, KISTI의 사례를 발표하

고 투표권을 행사했다.

첫날 Pre-conference에서 진행된 Technical and Strategic Meet-

ing of Repository Networks에서는 KISTI에서 추진되는 리포지터

리 관련 사업들에 대해 서태설 센터장이 소개했다. KISTI가 진행 중인 

되도록 많은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을 느낀다.

두 번째 날은 COAR 의장인 Dr. Eloy Rodrigues의 환영사로 시작

됐다. 이어 주최국인 프랑스의 CCSD의 서비스 소개와 PKP 프로젝

트 창시자인 Dr. John Willinsky의 ‘What Do We Mean by Open 

Infrastructure’라는 제목의 키노트 발표가 있었다. Willinsky 교수

는 개방과 상호운용성, 참여 기관을 가족처럼 생각하여 협력하는 것

과 지속가능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Showcase of Regional Collaboration 순서에서는 LA Referen-

cia-OpenAIRE, WACREN-NII 사례와 함께 KISTI-OpenAIRE 사례

도 소개됐다. 작년에 연구데이터공유센터에서 OpenAIRE와 공동연

구를 수행한 내용이 소개되었는데, 공동연구의 결과물로 유럽의 연

구데이터를 확보한 것도 큰 성과지만, 이런 자리에서 전문가 집단의 

머릿속에 KISTI의 연구 활동들과 움직임이 각인되는 것이 더욱 큰 

효과가 아닌가 생각되었다. 올해도 학술정보공유센터의 주도로 오

픈 액세스 출판물에 대한 데이터 교환을 내용으로 공동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좋은 성과가 도출되어, 내년 COAR에

서는 KISTI에서 사례를 발표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해 본다.

마지막날 개최된 총회(General Assembly)에서는 COAR 신규 회원

으로 2개 기관이 추가되어 회원 기관수가 141개가 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아울러 극심한 환율 하락을 겪고 있는 터키의 회비 할인안을 

프로젝트를 전 세계의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리더 및 전문가들

과 공유하는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향후 KISTI가 이 분야에서 선

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리라는 시사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다

고 생각한다. KISTI의 발표 이외에도 남미와 아프리카 등 제3 세계 

국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새롭게 알게 된 중요한 사실은 남미 국가

들이 공동으로 OpenAIRE와 협력하여 LA Referencia라는 리포지

터리를 개발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러시아도 그 동안 오픈

액세스 정책이 전무했다가 최근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 

그리고, 일본이 문헌 중심의 WEKO 리포지터리를 Next Generation 

Repository에 적합한 Invinio로 전환하여 2020년부터 적용하는 것

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우리도 오픈 액세스를 

위해 조금은 노력하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 심지어 제3 세계 국가들

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을 절실히 느낀 순간이었다. 이제 걸음마 

단계에 있는 우리도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전 세계적인 변화에 대처

할 뿐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기관이 

의결했다. 기타 토의에서는 현재 JISC에서 운영하는 OpenDOAR보다 

더 체계적이고, 신속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는 국제적인 리포지터리 디

렉토리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COAR가 관심을 가지고 직접 관리해야 할 

당위성에 대한 논의였다. 새로운 COAR 로고를 투표로 결정하였으며, 차

기 총회는 페루 리마에서 2020년 4월 22일(수)에서 24일(금)까지 개최하

기로 의결했다.

오후 세션에서는 Next Generation Repository, Research Data 

Management(FAIR Data Principle 명확화)에 대한 패널 토의가 

있었고, Open Content or Beyond the Repository Ecosystem

에 대한 OCLC의 발표가 있었다.

마지막으로는 프랑스의 Open Science Advisor인 Marin Dacos 박

사의 프랑스 오픈 액세스 정책에 대한 키노트 발표가 있었다. 프랑

스에는 이런 정책이 있다는 것이 놀랍고 부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CCSD의 HAL과 오픈 사이언스 관련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핵심적 정책 지원이 있다는 것이다.

매일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된 COAR 

2019가 이렇게 마무리됐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이는 대규모 학회는 

아니지만, 약 150여 명의 열정 있는 정예 회원들이 모여 준비된 발표와 

열띤 토론을 했다. 뜨거웠던 만큼 진한 아쉬움을 뒤로하고 페루 리마

에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며 이별을 맞이했다. K

1

3

2

1. General Assembly (Dr. Eloy Rodrigues, 
 Dr. Kathleen Shearer)
2. 서태설 센터장의 발표(첫째날 Pre-conference   
 Workshop)
3. COAR에 참석한 서태설 센터장(왼쪽)과 신성호 선임 
 연구원(오른쪽)

글/사진.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학술정보공유센터 서태설 센터장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연구데이터공유센터 신성호 선임연구원

국제적 오픈 액세스 리포지터리 커뮤니티에서
KISTI의 좌표는?

COAR 2019를 가다!



People + KISTI Forum

데이터관리계획 어떻게 대응할까?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R&D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연구데이터 공유 정책을 추진하고, 오픈 사이

언스를 지향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데이터의 중요성

을 인식하며, 연구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과 제도

를 마련했다. 특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연구

데이터 정의, 데이터관리계획(DMP) 작성 및 제출 의무사항을 반영

하여 개정했다. 이에 KISTI는 국가 연구데이터 정책과 제도에 대한 

이해와 추진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출연(연) R&R을 이행

하는 데 기여하고자 ‘제1회 과학기술정보포럼’을 개최했다. 

먼저 KISTI 최희윤 원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이번 포럼이 시작됐다. 

최희윤 원장은 “새로이 시작하는 과학기술정보포럼의 첫 번째 주제

로 선정된 연구데이터와 DMP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KISTI가 연구

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정책, 인프라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않겠다.”라고 말했다.

이번 포럼의 발제를 맡은 KISTI 연구데이터센터 이상환 센터장은 ‘데

이터관리계획(DMP), 출연(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를 주제로 발표

를 이어나갔다. 그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정책에 대해 선제적

인 대응과 연구데이터 생태계를 만드는 근간이 돼야 한다”며 국가과

학기술연구회를 중심으로 한 출연연 대응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번 패널토의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이석래 과장, NST 미래전략부 전정철 부장, 성균관대학

교 심원식 교수, 한국경제신문사 최규솔 국장, KISTI 국가과학기술

데이터본부 김재수 본부장이 참여했다.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을 

위한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적극적인 대응 필요성과 연구데이터를 

공개했을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토

의였다. 이번 토의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이 좌장

을 맡았다.  K

연구데이터 관리 계획 구축의 
첫발을 내딛다

제1회 과학기술정보포럼 개최

최근, 데이터를 중심으로 R&D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으며, 해외 선진국의 연구데이터 정책이 오픈 사이언스를 지향

하고 있다.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은 DMP 등 연구데이터 관리 정책 을 시행하나, 

우리나라의 연구데이터 관리는 미흡한 실정이다. 정부는 연구데이터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데이터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이에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출연(연)이 새로운 법

제도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추진함으로써 출연(연)의 R&R을 이행하는 데 기여하고자 

KISTI는 제 1회 과학기술정보포럼을 개최했다.

글. 편집부   사진. 박성국

KISTI는 연구데이터 공유·활용을 

위한 정책, 인프라 등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입니다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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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질자원연구원 

김복철 원장 

기관 주요사업에 DMP를 적용해 

기관 차원의 관리체제를 구축했

다. 국가 예산을 통해 생산된 연구

데이터는 국가의 자산이자 국민

의 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

하다. 아울러 R&D 패러다임이 변

화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출연연 

내부가 변해야 하며, 연구자 스스

로 인식의 변화를 꾀하는 등 출연

연이 사회적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석래 연구개발정책과장 

국가가 연구자 중심의 R&D를 추

진하기 위해 연구 자율성을 많이 

제공하는 만큼 연구자 스스로가 

사회적 책임이 크다. 우리나라 과

학기술 패러다임의 전환되는 중

요한 시점에서 연구데이터 관리

와 활용이 매우 중요하며, 연구데

이터에 대한 품질 공개가 기본적

인 원칙이 돼야 한다.

성균관대학교 

심원식 교수 

연구데이터에 대한 정책 추진은 

시의적절하다. 국가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수행 주체 간 다양한 이

견과 요구를 어떻게 수용하느냐가 

DMP 제도 정착 지름길이다.

KISTI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김재수 본부장 

 데이터 품질이나 신뢰 문제는 매

우 중요하다. 그러나 데이터의 형

식적인 요건에 대한 검증은 가능

하지만, 데이터 값 자체를 검증하

기는 어렵다. 이에 연구데이터 출

판을 통해 해당 분야의 커뮤니티

에서 피어 리뷰를 받으면 품질 보

장을 받을 수 있다.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전정철 미래전략부장 

연구 현장에서 데이터 공유 인식

을 받아들이는 데 시간이 필요하

다. 연구자의 인식 변화와 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연구데이터의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

한경아카데미 

최규술 부원장 

데이터 사이언티스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양질의 데이터가 필요

하다. 이에 경제 논리를 데이터 수

집에 적용하면, 양질의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다. 때문에 연구자가 

스스로 고품질의 연구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이

나 평가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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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결과 바람결이 풍족한 ‘화순적벽’

늘솔길 처음으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단체관광 투어를 해야만 했다.  

‘화순적벽’ 때문이다. ‘화순적벽’은 ‘동복댐’ 상류부터 이어진 물염적

벽, 창랑적벽, 보산적벽, 장하적벽 등 네 곳의 절벽 경관이다. 물염적

벽과 창랑적벽은 상시 개방하여 개인적으로도 찾아갈 수 있지만, 제

일 큰 장하적벽(일명 노루목적벽) 등은 군에서 운영하는 버스 투어에 

몸을 실어야만 볼 수 있다. 1985년 완공된 ‘동복댐’이 광주 시민의 식

수원 확보를 위한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일반인 출입이 통제된 

이후, 2014년부터 광주-화순의 상생작품으로 개방되었기 때문이다.

‘중생대 백악기 후반의 다양한 퇴적암’이란 안내판은 절벽 앞에서 큰 

의미가 없어 보인다. ‘적벽투어’는 빼어난 경관도 좋지만, 부산하기만

한 일반 투어와 달리 맛깔난 사투리 섞인 안내와 함께 힐링하기 그만

이다. 인적 드문 대숲 사이를 걸어 망미정과 망향정에 다다르면, 산세

를 돌아 물결 따라 불어오는 청량한 바람이 잔머리를 살랑인다. 망향

정에 몸을 기대면 기둥 사이로 ‘화순절벽’을 액자처럼 담을 수 있고, 무

더운 여름날이라도 깊은 단잠을 즐길 수 있다. 깨어나도 청량한 바람

은 그칠 줄 모른다. 과거, 김삿갓은 ‘무등산이 높다 하되 소나무 아래 있

고, 적벽이 깊다 하되 모래 위를 흐르는구나’라고 했다. 현재, 15개 마

을을 수몰시킨 ‘동복댐’은 거북섬 등 새로운 절경을 만들었을 뿐만 아

니라, 김삿갓이 읊은 그 적벽을 물아래로 살짝 적셔 흐르게 할 뿐이다. 

시간과 사람만 바뀌었을 뿐, ‘화순절벽’은 그 자리 그대로다.

‘화순’만큼 여행 동선을 잘 짜야 하는 곳도 드물다. ‘동복호’를 시계 반

대 방향으로 돌아 나오면 물염적벽과 창랑적벽을 볼 수 있다. ‘화순’이 

이렇게 물이 많은 고장인가 할 정도로 구불구불한 하천마다 물결이 

Communication + 늘솔길

기억력 탓이겠지만, 지역명이 항상 가물가물한 곳이 있다. 바로 전남 ‘화순’이다. 논리적이지는 않지만, 

인근 ‘순창’, ‘순천’과 혼동되어, 입가에만 빙빙 맴돌 뿐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전남의 알프스’란 말처럼 

내륙 한복판에 자리해서일까. 자주 지나지도 않은 탓도 있다. 최근 ‘화순적벽투어’ 검색어를 본 이후, 이제는 

신기하게도 ‘화순’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떠올랐으면 바로 가야 한다. ‘화순’에 유명한 ‘운주사’를 다녀온 

지는 오래전이다. 때 이른 여름, ‘운주사’ 쪽은 과감히 접어두고, ‘동복천’을 따라 시계 반대 방향으로 ‘화순’을 

찾기로 한다. 물결과 바람결이 함께 풍족하게 흐르는 ‘화순’ 속으로.

글/사진. 윤리경영실 이종설 실장

청량한 물결, 바람결 따라
복을 함께하는 ‘화순’ 속으로

H W A S 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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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결마다 청량한 바람을 풍부하게 실어 주는 동복천과 왕버들 
2. 단색의 밋밋한 토끼풀 꽃만으로도 화려함을 발산하는 화순

가득하다. 특히, 화순 7경으로 불리는 ‘연둔리 숲정이’가 대표적이다.  

‘마을 근처 숲’을 뜻하는 ‘숲정이’는 500여 년 전 마을 앞 냇가의 수해 

예방을 위해 왕버들 등을 인공적으로 조성한 오래된 숲이다. 차가 다

닐 수 없는 옛 교각을 건너가면 뜬금없이 돗단배 모형이 보인다. 다리

가 놓이기 전에는 배를 타고 건넜기 때문이란다. 여름 볕이 강한 시간

에도 수백 미터 숲길을 걷다 보면, 숲이 제공하는 풍부한 그늘과 물결 

타고 불어오는 바람결이 ‘화순적벽’ 못지않게 청량하고 여유롭다. 허

름한 두 촌로가 배낭을 둘러메고 정자 옆에서 무언가 채비를 서두른

다. ‘이 곳에서 낚시를 하다니’라는 생각이 무색하게 가방 속에서 화첩

과 이젤을 꺼내 여유롭게 스케치를 시작한다. 번잡스러움 하나 허용

하지 않는 여유로운 시골 마을 숲이다.

사연과 화려함을 숨겨 둔 ‘쌍봉사’

예정된 동선을 벗어나 ‘동복천’을 따라 유마사 해련탑(보물 1116호)을 

잠시 둘러보고, 다시 ‘화순’이 아닌 ‘보성’ 방향으로 차를 돌린다. 용덕

천, 보성강과 만나는 아치교를 지나면서 ‘아름다운 길 100선’으로 선

정된 대원사 가는 길도 만난다. 이후 ‘보성’까지 주암호 물결 따라 드라

이브하면 더욱 여유롭다. ‘보성’ 한 곁을 지나 다시 ‘화순’으로 돌아서

면 ‘쌍봉사’를 만난다. 초등학교 시절, 어느 사찰 대웅전이 소실되었다

는 뉴스를 어렴풋이 본 기억이 있다. 그 기억 속의 사찰을 찾은 것이다. 

고갯길을 내려오자마자 사찰 주차장이 등장하고, 연못과 해탈문이 바

로 이어진다. 더 걸을 필요도 없이 대웅전까지 한걸음이다. 35년 전 기

억이 되살아 난 것이 신기할 정도로 불타 없어졌을 삼층목탑 형식의 

대웅전이 건재하다. 대웅전은 법주사 팔상전과 함께 국내 유일의 목

조탑파 건물이었다. 화재 이후 실측을 근거로 재건축되었지만, 그 형

식이나 내부 불상만큼은 특별하다. 화재를 이겨내고 복원된 남대문은 

논란 끝에 국보 제1호의 자리를 되찾았지만, 쌍봉사 대웅전은 전소된 

탓인지 보물 제163호의 명예를 찾지 못하고 있다. 그 기준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화재 당시 인근 촌노는 불길 속에서도 편액과 부처상 등을 

구해냈다고 한다. 쌍봉사에는 또 하나의 영험한 구조자가 있다. 아기

자기한 석축 뒤로 극락전을 소개하는 듯한 두 그루의 단풍나무가 그 

주인공이다. 몸통에 상처를 두른 것은 화재 당시 서로 기울어져 있어

서 극락전까지 화재가 확대되지 않도록 구해냈기 때문이다.

극락전 옆 ‘지장전’에는 지난해 영화 ‘신과 함께’에도 등장하는 시왕(십

대제왕)상과 동자상이 있다. 얼마나 세밀한 모습인지에 한번 놀라고, 

빛바랜 채색에 한 번 더 놀란다. 채색을 다시 하지 않은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를 정도로 세밀하다. 쌍봉사의 백미는 사찰 뒤편 대나무

숲과 야생녹차밭 사이를 올라 보는 ‘철감선사비’와 ‘부도탑’이다. 오른

쪽 앞발을 살짝 치켜든 귀부(보물 170호)와 함께 철감선사부도탑(국

보 57호)은 문화재에 문외한인 늘솔길 객이 자세히 들여다볼 만큼 화

려하다. 기단부의 가릉빈가(사람 몸에 날개를 달고 천상의 소리를 낸

다는 전설의 새)가 세밀하게 조각되었고, 지붕 수막새 속에는 동전 만

한 연꽃들이 알알이 박혀 있다. 채색 하나 없는 회색빛 석조물일지라

도, 보아온 부도탑 중에서 화려함이 최고다. 여름철 경내 너른 마당에

는 단색의 토끼풀 꽃들이 만발한다. 화려한 단청으로 유명한 여느 사

찰보다 색 하나 더하지 않은 밋밋함을 간직한 쌍봉사가 오히려 더욱 

화려해 보인다.

‘고인돌 유적지’와 ‘삼충각’

‘화순’에는 국내를 넘어 전 세계적으로 최대 규모인 고인돌 유적지가 

있다. 효산리와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다. 두 곳 모두를 어떻게 가야할

지에 대한 고민은 잠깐의 기우다. 대신리 고인돌 유적지를 따라 고개 

하나 넘으면 바로 효산리 유적지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늦은 주말 오

후에 가보니 사람 하나 볼 수 없이 1,300여 개의 검푸른 고인돌들만이 

계곡 따라 즐비하다. 까마득한 시절 누군가 고인돌을 세웠다기보다는 

고인돌은 항상 그 자리를 지켜왔을 뿐이다. 안개 낀 이른 아침이나 늦

은 오후 시간대에 가야 제멋을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시내 쪽으로 몇 

분을 달려 목사고을 ‘능주’에 들어서면, ‘지석천’변에 3동의 정려가 옹

기종기 모여있는 ‘삼충각’을 특이하게 볼 수 있다. 임진왜란 때 전사한 

최경희, 문흥헌, 조현 등 능주 출신 세 사람의 충절을 기리기 위한 정

려다. 지금은 바로 앞에 도로가 나면서 낮아 보이지만, 예전에는 물길

만이 유유히 흘러 높이도 높았을 것이고, 그 뜻도 높게 모셨을 것만 같

다. 지석천을 따라가다 만다는 ‘영벽정’은 물결이 반사된 영주산 산벚

꽃과 왕버들이 좋아서 이 지역 주민들에게 여름철 천렵의 추억을 주

던 곳이다. 어딜 가도 청량한 물결, 바람결이 함께한다. 

이제 ‘화순’을 오래도록 기억할 수 있을 것 같다. ‘화순적벽’ 가이드는 ‘

화순’이 노년에 살기 좋은 곳일 뿐만 아니라, 국내 여느 군소재지보다

도 아파트가 많은 곳이라고 소개했다. 늘솔길을 마치며 바라보는 화

순 읍내는 그래서인지 아파트가 성곽을 두른 듯 빼곡하다. 하루종일 

바라본 ‘동복(同福)’이라는 지명처럼 복을 함께 하는 ‘화순’이다. 그 복 

중에서 최고는 아마도 청량한 물결과 바람결일 것이다. 노후는 청량

한 물결, 바람결 따라 복을 함께하는 ‘화순’에서? K

3.  국내 부도탑 중 손꼽히는 세밀함을 보여주는 철감선사부도탑
4. 대웅전 화재 때 서로 기어대 극락전을 구해냈던 두 그루의 단풍나무
5. 검푸른 빛이 인상적인 대신리와 효산리 고인돌 유적지 

1 2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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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F영화 속 로봇은 어떤 모습일까

인공지능 로봇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우리에게도 소개되었다. 1927

년에 독일 영화 ‘메트로폴리스’가 개봉했고, 당시 신문에 주인공 중 

하나인 로봇 마리아의 사진도 실렸다. 마리아는 이미지적 측면에서 

사실상 그 뒤에 나온 모든 로봇과 인조인간 설정들의 원조이자 결정

판이라 할 수 있다. 휴머노이드 타입의 세련된 로봇 디자인에서 시작

하여 인간과 구별되지 않는 인공지능의 활동까지 모든 로봇 담론의 

원형이 담겨 있어서 지금의 기준으로 봐도 낡은 느낌이 나지 않는다. 

게다가 로봇을 만드는 과정에서 살아있는 인간으로부터 정보를 추출

하는 과정도 묘사되기 때문에 사이보그 이론과 관련된 내용까지 논

의할 여지가 있다. 이 작품은 당시 기준으로 과학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전혀 없고, 이론적 뒷받침도 희박한 상황에서 순수하게 SF의 상상력

을 고도로 발휘한 놀라운 걸작이다. 

인공지능 분야에서 기본적인 지침이 될 내용은 SF작가 아이작 아시

모프가 1940년대에 로봇 소설들을 발표하면서 처음 제시했다. 명칭

은 ‘로봇공학의 3법칙’이라고 알려졌으나 엄밀히 따지면 소프트웨어

인 인공지능의 윤리 규범에 해당한다. 

로봇이 하드웨어라면 인공지능(AI)은 소프트웨어를 대표한다. 이전까지는 로봇이라 하면 대개 금속 몸체에 주목하는 

기계공학적 접근론이 많았다. 하지만 지금은 21세기. ICT 분야가 계속 발전하면서 인공지능 분야의 비중이 커지게 되었다. 

이제 머잖은 미래에 인공지능 로봇은 반려동물의 자리를 넘어 새로운 인간 가족의 일원으로 점점 떠오를 것이다. 이런 전망과 

관련된 SF영화들의 스펙트럼을 살펴보자.

글. 서울SF아카이브 박상준 대표

인공지능과 인간, 
마주 보는 거울

SF영화 속 과학이야기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치거나 인간이 위험해지는 상황을 방관 

     해서는 안 된다.

2. 로봇은 1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한 인간의 명령에 복종해야 한다.

3. 로봇은 1,2법칙을 거스르지 않는 한 스스로를 보호해야 한다. 

Communication + KISTI Mo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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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법칙들을 준수하려면 고도의 상황 판단을 할 수 있는 사고력이 필

요하기에 지금의 기술로는 구현하기 힘들다. 그러나 앞으로 인간과 유

사한 사고 기능을 지닐 수 있는 인공지능의 로직이나 논리회로를 디자

인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영화 ‘바이센테니얼 맨’은 이 법칙을 

가장 잘 묘사한 작품 중 하나이다. 아시모프의 원작 소설을 각색한 이 

영화는 한 가정에 고용된 집사 로봇이 200년의 세월 동안 그 집 사람들

과 대대손손 한 식구처럼 지내면서 스스로 인간이 되고자 하는 여정을 

담담히 그리고 있다. 그 과정에서 로봇공학의 3법칙은 언제나 주인공 

로봇의 윤리 철학으로 기능한다. 고도의 능력을 지닌 인공지능 로봇이 

사회에서 법적으로 어떤 대우를 받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한 

점도 돋보이는 수작이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등장하는 로봇 ‘타스’는 익숙한 모습의 휴머노이

드 타입이 아니라 직사각형 막대들이 나란히 붙어 있는 파격적인 외

형으로 관심을 끌었다. 게다가 평소에는 접합부의 이음매도 눈에 뜨이

지 않을 정도로 매끈한 평면으로만 보인다. 이 때문에 다양하고, 섬세

한 동작이 가능한 로봇이라고 알아차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아마 로

봇 디자인에서 미니멀리즘이 가장 높은 수준으로 구현된 경우일 것

전개를 보여준다. 현재의 인터넷 환경 및 HCI(Human-Computer 

Interaction)가 인공지능과 연관되는 미래 전망에 가장 부합하는 시

나리오 중 하나로 봐도 무방하다.

근미래의 생활에 밀착된 인공지능 영화로 ‘A.I.’도 의미심장한 이야기

를 담고 있다. 인간과 똑같이 생긴 로봇 소년이 인간 부모에게 입양

된 뒤 처음 세팅 단계에서 한없는 모성을 갈구하도록 정해진다. 하

지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파양되는 운명에 처하는데, 이 장면의 묘사

는 오늘날의 사회 문제인 반려동물의 유기 장면과 정확히 겹쳐진다. 

‘A.I.’ 및 앞서 언급한 ‘바이센테니얼 맨’, 두 영화의 공통점은 주인공 로

봇이 간절하게 인간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인간의 충실

한 반려로 존재하며 인간의 시간을 넘어서 오랜 기간 살아남지만 결

국 스스로 선택한 운명은 좀 아이러니하다. 그것은 인간처럼 ‘영원히 

잠든다’는 것. 인공지능이 파악한 ‘인간성’이란 결국 유한함, 불완전

함이었던 것일까.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문적 고찰은 실존철학

이나 종교철학으로 귀결된다. 신이 인간을 만들었듯, 인간은 인공지

능을 만들었다. 우리가 완벽한 인공지능을 만들고자 하면 할수록, 우

리 자신부터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더 심층적인 탐구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 하는 화두를 외면하기 힘들다. 

인공지능의 궁극적 미래상에 대해서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다. 이는 고도의 인공지능이 탑재되었다고 해서 꼭 외형이 인간형  

로봇일 필요는 없다는 좋은 반례이기도 하다. 사실 미니멀리즘 디자인

은 유지나 보수에 유리하다는 것 등 장점이 적지 않기에 로봇의 외형

으로 실용적 관점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할 가치가 있다. 또 탑재될 인

공지능의 설계에도 적잖은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테면 로봇

공학의 세 번째 법칙을 준수하는데 연산 에너지를 적게 쓸 수 있을 가

능성 등등. 

인간은 과연 완벽한 인공지능을 구현할 수 있을까?

로봇이라는 물리적 실체보다는 인간과 깊게 소통하는 인공지능이

라는 면에 초점을 맞춘 영화로 ‘그녀(her)’는 주의 깊게 볼만한 작품

이다. 혼자 사는 남성 주인공은 여성 목소리를 지닌 인공지능 소프

트웨어와 긴밀하게 대화를 이어가다 어느 순간 사랑에 빠지게 된다.  

‘반려동물 대신에 반려로봇’이라는 개념의 예시로 매우 적절한 셈이

다. 앞으로 인공지능이 로봇 외피를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고, 학습

을 통해 인격적 성숙을 이뤄나가며, 궁극적으로 사회에서 독립적인 

법인격으로 인정받을 가능성 등에 대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스토리 

앞으로 인간과 유사한 사고 기능을 

지닐 수 있는 인공지능의 로직이나 

논리회로를 디자인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다

영화 ‘블레이드러너’(1982)에 등장하는 인조인간 제조 회사 ‘타이렐’의 

모토인 ‘인간보다 더 인간적인 (More Human Than Human)’이라

는 문구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문구는 생각하면 할수록 거

대한 함의가 깃들어 있음을 깨닫게 된다. 불완전한 인간이 완벽한 인

공지능을 창조할 수 있을까? 인간은 인공지능의 끊임없는 업그레이

드를 통해 이상적인 인간상을 추구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강력한 철

학적 메시지는 미래에 인간과 인공지능이 서로 한 쌍의 거울처럼 상

호 보완적인 문명의 동반자로 나아갈 가능성을 암시한다. 아마 휴머

노이드 타입의 로봇이나 고성능 인공지능이 실용화되는 미래의 어느 

날, 분명히 이 문구를 실제로 채택하는 회사나 기관이 등장할 것이다.

한국 영화 ‘로봇, 소리’는 인간의 치유와 성숙을 도와주는 새로운 유

형으로서 인공지능을 묘사했다. 물론 외국의 SF영화들에선 익숙한 

제재이지만, 한국 사회의 특수성을 직접 연결한 시도에 주목할만하

다. 대형 사고나 재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받는 사람들을 사회가 온당

하게 어루만져주지 않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의 특정한 기능은 새로

운 형태의 치유나 구원의 희망을 제시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다른 

나라가 아닌 우리 사회의 인공지능이라면 마땅히 고민해보아야 할 

역할이나 비중을 그려보았다는 점에서 이 영화는 선구자적인 가치

를 지닌다. 언제쯤이면 이런 인공지능을 현실에서 만나게 될까? K

에이 아이(A.I)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주) 인터스텔라 ⓒ워너 브라더스 코리아(주)

그녀(her) ⓒ(주)더쿱

바이센테니얼 맨 ⓒ브에나 비스타 픽처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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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을 지향하는 소셜로봇

콘셉트 면에서 차이가 있긴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미 ‘록시(Roxxxy)’

라는 여자 섹스로봇이 출시된 바 있다. 실제 인간 크기의 이 로봇의 

주 기능은 말 그대로 섹스다. 하지만 간단한 대화도 가능하며, 졸면서 

잠꼬대를 하거나 코를 골기도 한다. 체온과 두근거리는 심장을 지니

고 있으며, 오르가슴을 느낄 수도 있다. 외모와 성격도 각각 다르다.

록시를 만든 개발자의 최종 목표는 섹스를 넘어서 실질적인 동반

자 관계의 구현인 것으로 알려졌다. 즉, 서로 흉금을 터놓고 대화를 

하며 인간과의 능동적인 상호작용이 가능한 소셜로봇을 지향한다

는 의미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앞으로 이처럼 배우자 역할을 담당하는 소

셜로봇의 출현이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한다. 그런데 사람들이 소

셜 로봇이나 동반자 로봇에 대해 바라는 점은 완벽성을 기하는 로봇

공학자들의 예상과는 약간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영국 링컨대학교(University of Lincoln)의 로봇 과학자들이 

발표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사람들은 높은 지능과 매너를 가진 완벽

한 로봇보다 실수하고 때론 격한 감정을 드러내는 로봇을 더 선호한

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보통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원하는 배우자상

과 무척 닮아있다. 즉, 모든 면에서 완벽하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

는 배우자보다는 때론 실수도 하고 투닥거리며, 더욱 인간적인 정이 

가는 배우자를 로봇에서도 원하는 것이다.

게다가 앞으로 로봇들은 더욱 풍부한 감정 교류 기능을 갖추게 될 것

으로 보인다.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개발 중인 눈동자 추적 

기술 및 표정 인식 기술 등이 좋은 예다. 이 기술들이 개발되면 눈동

자만을 사용해 서로 교감을 나누거나 미묘한 감정을 표정으로 나타

낼 수 있는 배우자 로봇의 등장이 가능해진다.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의 영화 ‘에이아이(AI)’에 등장하는 섹스로봇 

지골로 조는 다음과 같이 단언했다. “만약 로봇 애인을 경험하면 다

시는 인간 애인을 만들고 싶지 않을 거야”라고…. 그때가 오면 로봇 

애인을 둔 1인 가구들은 외로움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랑 때문에 

힘들어할 수도 있다. 평생 열정적 사랑에 빠진다면 누구나 지쳐서 쓰

러지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K

감정을 교류하는 소셜로봇의 등장

가상현실과 로봇기술의 발전으로 미래에는 이른바 ‘디지털성애’라

는 것이 확대될 것이라고 한다. 디지털성애란 전통적인 인간 대 인간

과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고, 기계와 감정을 교류하는 사랑 방식을 말

한다. 이제 로봇이 친구이자 배우자가 되는 것이다.

일본의 벤처기업 윙크루(Vinclu)는 정교하진 않지만, 감정을 교류하

는 소셜로봇을 만들었다. 이 로봇은 작은 피규어처럼 생긴 입체 캐릭

터로 비록 높이 50cm의 작은 원통 안에 들어 있지만, 고휘도 단초점 

프로젝터와 반투명 스크린을 조합해 마치 실물 같은 느낌을 준다. 이 

캐릭터의 이름은 ‘아즈마 히카리’다. 아즈마는 일본어로 ‘나를 맞아주

는 아내’라는 뜻. 즉, 혼자 사는 남성들의 아내형 가상로봇인 셈이다.

이 로봇의 기능은 실제 아내와 거의 비슷하다. 남편이 출근할 시간

이 되면 ‘어서 일어나세요’라며 깨워주고, 퇴근 후 집에 돌아오면 상

냥하게 맞아준다. 직장에서 일하고 있을 때면 일찍 들어오라거나 보

고 싶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남편이 문자로 귀가 시간

을 알려주면 그에 맞춰 집안 불을 환히 밝혀 놓을 수도 있다. 더울 때

는 미리 에어컨을 켜놓기도 하고, 목욕물을 데우는 등의 잡다한 집

안일도 알아서 척척 한다. 집에서 남편이 지루해하면 텔레비전을 켜

주거나 날씨 정보를 미리 알아서 전해주기도 하며, 남편의 양치질하

는 모습을 따라 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보디랭귀지(body language )

도 가능하다.

아즈마 히카리가 이처럼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내장된 카메

라와 인체감지 센서, 그리고 뛰어난 통신 기능 덕분이다. 이를 통해 

남편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등을 통해 사물인

터넷 기기를 제어한다. 또 적외선 리모컨 기능을 탑재해 일반 가전

도 제어할 수 있다.

가상의 존재와 사랑에 빠진 남자가 있다. 바로 영화 ‘그녀(her)’의 주인공 편지 대필 작가 테오도르다. 그는 멋들

어진 말로 고객들의 진심을 전달하지만, 정작 자기의 마음은 표현할 줄 모른다. 외로움은 느끼면서도 새로운 

사랑을 두려워하는 이 겁쟁이 앞에 완벽한 여성이 등장하는데 바로 ‘사만다’다. 실물은 없고 목소리만 존재하는 

‘시리’와 같은 존재인 사만다는 굉장한 공감 능력으로 테오도르를 어루만진다. 그렇다면, 과연 SF 공상과학

영화에 등장하는 일이 실제 사회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글. 이성규 과학칼럼니스트

로봇과의 사랑, 
인간의 관계를 바꿀까?

‘디지털성애’가 바꿔 놓을 인간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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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unication + KISTI Lounge 과학축제에서 만들어보는 인공지능 로봇 팔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핵심요소는 과학기술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학기술은 경제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것은 물론 국민 삶의 

질 향상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과학기

술이 국가 경쟁력에 직결된다. 이 때문에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

적 차원의 아낌없는 투자와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도 국민에게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알리고, 과학 대중화를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행사를 준비했다. 이번 과학축제에서 KISTI는 ‘인공지능 로봇 팔 만

들기’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참가자들은 인공지능 로봇 팔을 만

들어 인공지능 기술을 이해하고, 응용 분야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

다. 또 사물에 있는 데이터를 빠르게 분석하고 처리하는 KISTI의 역

할을 함께 알아보았다. 아울러 KISTI가 수행하는 데이터 기반 지능형 

정보 분석 체계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인공지능의 메커니즘에 대

한 설명이 더해 참가자들의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번 KISTI 프로그램은 사전 예약 사이트 오픈과 동시에 마감될 정

도로 높은 호응을 받았다. 그만큼 우리 곁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

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호기심이 아닐까 생각한다. 인공지능 로봇 

팔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학생은 “직접 만든 로봇 팔을 인공

지능이 작동시키는 원리를 알게 돼 정말 신기하다”라고 소감을 밝

히기도 했다. 

과학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알리는 KISTI

아울러 KISTI는 지난 4월 19일(금)부터 22일(월)까지 진행된 ‘2018 대

전 사이언스 페스티벌’에서도 과학 꿈나무들을 만났다. 사이언스 페

스티벌에선 ‘슈퍼컴퓨터가 만드는 슈퍼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참

여 프로그램이 운영되었다. 참가자들은 슈퍼컴퓨터 3D 퍼즐을 만들

어보고,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역사를 배울 수 있었다. 

KISTI는 이번 과학축제를 통해 과학과 국민의 소통이 더욱 직접적

으로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실감했다. 또한, 정부출연연구소의 연

구자로서 연구자들이 불철주야 노력해 일궈낸 연구의 성과를 국민

에게 설명하고, 자라나는 청소년과 어린이들이 과학자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출연연구소의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1년에 한 달, 4월 과학의 달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상시로 국민

의 눈높이를 맞추며, 국민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더 큰 노력을 기할 

계획이다.

KISTI 이종성 대외협력실장은 “이번 행사는 수요자 중심의 과학 활

동을 마련하면서 많은 참여자가 몰렸다.”라며, 덧붙여 “인공지능 로

봇 팔 만들기, 슈퍼컴퓨터 3D 퍼즐 만들기 등 프로그램에 참여한 미

래 꿈나무들이 이번 계기로 과학에 호기심을 가져 훗날 노벨상을 받

길 바란다.”라고 언급했다. KISTI는 과학정보기술의 중요성을 알리

고, 과학 꿈나무들의 무궁한 성장을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K

KISTI는 지난 4월 6일(토) IBS(기초과학연구원) 과학문화센터에서 개최된 ‘Hello! 과학 마을 축제’에 

참여했다. 올해로 8번째를 맞은 과학 마을 축제는 과학전문 언론 대덕넷이 주관하는 행사로 

정부출연연구소·민간연구소·기업·KAIST 등 50여 개 기관이 함께 참여했다. 어려울 것만 같은 ‘과학’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국민과 소통하는 과학축제의 모습을 KISTI가 담아보았다.

글/사진. 편집부

국민과 소통하는
KISTI 과학축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는 KISTI

1,2.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VR체험존을 
체험 중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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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ON, ‘제5회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공공서비스 분야 

대상 수상

KISTI가 운영하고 있는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통합서비스(이하 Scien-

ceON,  http://scienceon.kisti.re.kr)가 4월 9일(화) 디지털조선일보가 

주관하는 ‘제5회 모바일 어워드 코리아 2019’에서 공공서비스 분야 대

상으로 선정되었다.

ScienceON은 연구개발에 필요한 과학기술 정보와 서비스를 한 곳에

서 안내·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용자는 논문, 특허, 보고서와 같은 학

술정보에서부터 국가 R&D 성과물 정보, 슈퍼컴퓨팅 활용 환경, 기술기

회 발굴과 같은 정보분석 서비스, 과학기술 정보교류 네트워크까지 그

동안 KISTI가 구축해온 과학기술 지식인프라 30종 및 300여개 기능

에 대한 안내·검색·활용 환경을 ScienceON을 통해 활용할 수 있다.

KISTI, ‘사이버인프라 국제 연구협력 회의’열어

KISTI는 지난 4월 22일(월)부터 3일간 휘닉스 제주 섭지코지(제주도 

서귀포시, 구 휘닉스아일랜드)에서 ‘제4회 사이버인프라 국제 연구협력 회의

(CENTRA 4 Meeting)’를 개최했다.

CENTRA(Collaborations to Enable Transnational Cyberinfrastructure Ap-

plications)는 세계 각국의 연구소들과 대학들의 국제협력체로써, 다국적 사

이버인프라를 구축하여 재난 관리나 환경 모델링 등 다양한 초국가적 과학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CENTRA는 미국연구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지원을 받

아 지난 2016년 설립된 이래로 매년 한 차례씩 정기 회의를 개최하여 미국, 

일본, 대만, 한국 등 10여 개국의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협업 연구와 정보교환

의 장을 제공한다. 

이번 정기 회의는 국제 연구 교류 강화를 위해 ‘제36회 환태평양 지역 그리드

응용연구학회(PRAGMA) 정기 워크숍’과 장소를 함께하여 진행됐다. 

KISTI, 2019 KESLI 지식정보 공유 포럼 개최 

KISTI는 오픈 액세스 추진 사례를 공유하고 우리나라 오픈 액세스 

추진을 위한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난 4월 25일(목) 서울가든호텔에서 ‘2019 

KESLI 지식정보 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 KESLI(Korean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 : KISTI에서 주관하는 전자정보 공동구매 컨소
시엄 지원체계로, 전자정보의 국가적 입수 창구이며 참가기관이 보유한 정보자원을 NDSL(국가과
학기술정보센터)을 매개로 공동 활용하고 있다.

이번 포럼은 ‘It’s time to really toward OA!’라는 주제로 오픈 액세스 전환

을 위한 방향과 전략을 고민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이에 오픈 액세스 정책 수

립 및 실행을 위한 주요 참여주체인 도서관 및 정보센터 전자정보 담당자들

과 대학 및 연구소의 연구 성과관리 담당자 약 200명이 참석했다. 

KISTI, 사이버공격 추적용 실시간 가시화 기술 설명회 개최 

KISTI는 지난 4월 26일(금) 오후 2시, 본원 국제회의실에서 “사이버공

격 실시간 추적용 가시화  기술”에 대한 사업화 유망기술 설명회를 개최했다.

해당 기술 설명회는 KISTI 내 성과확산실과 연구부서가 협업하여 KISTI 정보

보안 분야의 연구성과를 소개하는 자리로서, 정부 지정 보안관제 전문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IT 전문기업에서 참석해 기술의 특징과 실효성에 대해 

확인하고 기술이전 및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가슈퍼컴퓨팅 역량 제고를 위한 협력 강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슈퍼컴퓨터 5호기의 서비스를 시작한 KISTI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및 슈퍼컴퓨팅 인프라의 활용 확대를 모색하고 있다. 

정부 및 학계뿐만이 아니라 군에서의 활용확대를 위해 KISTI와 육군은 지난 

5월 8일(수) 상호공동 발전을 위한 교류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국방과학기술 

및 육군 안보현안 해결 상호협력을 위해 맺어진 이번 협약을 통해 KISTI의 국

가과학기술 역량을 효율적으로 군에 적용하는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이날 협약식 행사에는 최희윤 KISTI 원장을 비롯하여 조금원 부원장, 김재수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장, 황순욱 국가슈퍼컴퓨팅본부장, 강현무 데이터

분석본부장 등 KISTI 주요 인사와 서욱 육군참모총장, 배태민(1급) 미래혁신

연구센터장, 김용효 분석평가단장 등 육군 주요 직위자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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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지역 강소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 확산

KISTI는 지난해부터 빅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국내 중소중

견기업들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데이

터 기반의 사업화생태계 모델을 확산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왔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5월 2일(목) KISTI 기술사업화센터는 김해시 김해산업진

흥의생명융합재단과 MOU를 체결하여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

을 이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KISTI의 데이터 기반 기술사업화 지원 플랫폼은 아이템 발굴부터 해외시장 

진출까지의 전 과정을 과학적인 방법론과 모델에 기반하여 지원할 수 있도

록 개발된 시스템이다. 사업화 모델 가운데 하나인 글로벌 시장경쟁력 평가

는 미국의 디지털마케팅 전문기업으로 기술이전 되어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은 바 있다.

KISTI, 창립 57주년 맞아 

KISTI는 지난 5월 19일(일) 57주년 창립기념일을 앞두고, 17일(금) 오

전 10시 대전 본원에서 창립기념식을 열었다. 이날 기념식에는 지난 성과를 

되짚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자리를 가졌다.

최희윤 KISTI 원장은 이날 기념사를 통해 “KISTI 강점인 축적된 지식인프라

를 바탕으로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생태계 중심기관으로 도약하자”라

고 말했다.

데이터관리계획(DMP), 출연(연) 연구데이터 생태계 구축의 출발 

KITI는 지난 5월 22일(수) 대전 KISTI 강당에서 제1회 과학기술정보포

럼을 개최했다. 최근, 정부에서는 연구데이터 중요성을 인식하여 연구데이터

의 정의, 데이터관리계획(Data Management Plan, 이하 DMP) 제출의무 사항 

등 새롭게 법제도를 개정 및 공고(‘19.3.19)하였다.

이번 포럼은 ‘연구데이터, 국가 R&D 융합과 혁신의 근간’이라는 주제로 새롭

게 연구데이터에 대한 법제도 개정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KISTI, 재난안전사업 평가‘우수’사업 선정 

KISTI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9년 재난안전사업 평가’에서 과

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가 ‘우수’ 사업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 추진한 318개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하여 ‘우수’ 사업 59

개, ‘보통’ 사업 200개, ‘미흡’ 사업 46개를 선정했다. KISTI 과학기술사이버안전

센터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자체평가(50점)와 행정안전부 평가단 평가(50

점) 결과를 종합하여 ‘우수’ 등급을 받았다. 특히, 국가기반체계 마비 분야에

서는 전체 1위의 평가를 받아 59개 우수 사업 중 ‘8개 주요 우수 재난안전 사

업’에 포함되었다.

KISTI-벨라루스 국립과학원과 업무협약 체결

KISTI와 벨라루스 국립과학원(이하 NASB)은 지난 5월28일(화) 벨라

루스 수도 민스크에 있는 NASB 본원에서 양 기관간 상호협력을 위한 양해각

서(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양 기관은 벨라루스에 KISTI가 서비스중인 NTIS(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구축과 전문가 교류, 공동연구 및 세미나 개최에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협약은 지난 4월에 양국 정부간 개최된 한-벨라

루스 과학기술공동위원회에 벨라루스 과학기술부가 NTIS 구축을 의제로 희

망하면서 추진되었다.

암유전체 연구를 위한 초석, KISTI 아시아 지역 데이터센터 유치

KISTI는 지난 5월 28일(화) (현지시간) 영국 글래스고대학에서 개최

된 제2회 국제암유전체컨소시엄(이하 ICGC)-ARGO 워크숍에서 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와 함께 ICGC-ARGO 지역데이터센터(Regional Data Processing 

Center, 이하RDPC)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RDPC는 ARGO 프로젝트 참여국에서 생산된 유전체 데이터 수집(원천데이

터) 및 원천데이터를 재가공 하여 검증하고 중앙데이터 센터(Data Coordina-

tion Center)에 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KISTI-KOFAC, 계산과학플랫폼기반 창의적 인재양성 함께한다

KISTI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안성진, 이하 KOFAC)은 KISTI가 

자체개발한 계산과학플랫폼 기반 창의적 인재육성 생태계 지원을 위한 업무

협약(MOU)를 체결했다고 지난 6월 12일(수) 밝혔다.

양 기관은 앞으로 계산과학플랫폼 기반 창의적 인재육성 생태계 조성을 위

해 ▲계산과학플랫폼을 활용한 KOFAC사업운영 ▲ KOFAC 운영프로그램(계

산과학플랫폼 교육·운영·기술) 지원 ▲ 관련 공동사업 발굴·기획 등을 협력

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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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심동덕

“마음을	모아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KISTI!”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데이터가	부를	창출하는	‘데이터	경제사회’,

인공지능이	주도하는	지능정보사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KISTI는	그동안	쌓아온	지식	인프라를	기반으로	핵심	가치를	만들고,

국가와	국민을	위한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으로	도약하려	합니다.

같은	목표를	향해	하나	된	KISTI는	‘동심동덕(同心同德)’의	마음으로

산학연	고객과의	연결	및	융합을	통해	데이터	혁신을	일구어	나가겠습니다.

Communication + 긍정의 한줄

同 心 同 德

62

데이터를	공유하고	가치를	창출하는	

역동적인	과학기술	데이터	생태계	중심기관

WITH KISTI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전자정보공동구매컨소시엄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첨단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

사이언스온

www.ndsl.kr

www.ntis.go.kr

www.kesli.or.kr

www.kreonet.net

edison.re.kr

scienceon.kisti.re.kr

경쟁정보분석서비스 

기술기회분석서비스

산업·시장분석시스템

신기술 다이내믹스분석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

compas.kisti.re.kr

tod.kisti.re.kr

kmaps.kisti.re.kr

mirian.kisti.re.kr

astinet.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