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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 5호기�누리온�운영의�안정성은�세계�주요�슈퍼컴퓨팅센터들을�넘어서고�있습니다. 누리온은�지난 2년간 430만�건�이상의�계산�작업을

처리했으며, 세계적�수준의�우수한�성과를�거두었습니다. 연구망에서는�출연연�간�대형�연구�장비�인프라의�경계를�허물고 ScienceDMZ 연계를�통해

자원�공동활용�구축�기반을�마련했습니다. 또한, 대용량�데이터�및�초고성능�슈퍼컴퓨팅�센터�구축�및�운영�경험과�기술력을�인정받아�아시아 

유일의�암유전체�데이터센터를�공동유치하게�되었습니다. 앞으로도 KISTI는�우리나라�정밀의료�수준과�빅데이터�기술력을�높이기�위해�부단히 

나아갈�것입니다.

국가슈퍼컴퓨팅�생태계�활성화를�지원하는�KISTI

Collection R&D

Analysis R&D

Collaboration R&D

Computing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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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누리에 퍼진 

누리온의 성과들

국가슈퍼컴퓨터�5호기의�2주년

분야별 5호기�누리온�대표�성과

KISTI는 2018년�국가슈퍼컴퓨터 5호기�누리온을�도입해 2년간�활용하며�다수의�우수성과를�창출하고�있다. 

개통�이후부터�현재까지 160여�개�기관의 3천여�명의�연구자가�누리온을�활용한�바�있고, 

누리온은�그간�총 437만여�건의�작업을�수행했다. 그�결과�소재, 친환경�에너지, 바이오, 우주진화�등�다양한�분야에서 

누리온을�활용한�세계적�수준의�연구성과가�잇달아�나오고�있다. 누리온의�활용�현황과�주요�성과들을�살펴보자.

write�photo��편집팀

KISTI는 ‘초고성능컴퓨팅�기반 R&D 혁신지원�프로그램’을�통해�엄선

된�연구들에�한해�누리온�자원을�무상으로�제공하고�있어�우수한�연

구�성과들이�속속히�나타나도록�하는�데�소임을�다하고�있다. 협착이 

있는�관상동맥�내�혈류�유동�분석과�예측�연구, 차세대�나노스케일�초

고속�소자를�위한 2차원�물질�설계�연구�등 405개�과제를�선정하여 

총 92억 CPU 시간을�지원했다.

누리온�정식�서비스�기간은 2년이�조금�못�되지만, 그간 NSC급�저널 

12편을�포함하여�총 275건의�학술논문을�유발했다. 평균�인용지수 

6.32로�대부분의�연구결과가�최고�수준의�학술저널에�발표된�것이

다. 세계�수준의�거대문제�해결을�위해 2,500노드를�지원해�극한영역

에서의�난류�열전달�현상을�세계�최초로�해석함으로써�온도�차이와 

난류�강도에�따라�난류에너지�생성의�변화과정을�밝히고�열전달�현

상의�특성�규명�등을�지원했다. 또한�연구자들이�거대문제를�효율적

으로�수행할�수�있도록�십만�개�이상의�코어를�사용할�수�있는�고성능

의�대규모�병렬처리�기술을�개발하여�지원하고�있다.

이렇듯 5호기�누리온�구축으로�국내�연구자들은 4호기에�대비해 45

배�이상의�코어를�활용할�수�있게�됐고, 사용시간도 25배�이상으로�늘

어났다. 더욱이�누리온은 99.5% 이상의�높은�시스템�가동률을�보임

으로써�운영�측면에서�세계�유수의�슈퍼컴퓨팅센터보다�더�나은�결

과를�보여주고�있다.

1  양자계산을�통해�밝혀낸�이산화탄소�포집�시�금속유기골격체(MOF)의�구조�변화
2  2019년 ETH에서�관측한�블랙홀
3  실험�및�계산을�통한�편평한�그래핀�밴드�구조�관찰
4 100억년�전�시점에서의�우주

[소재]

 - 금속유기골격체로�온실가스인�이산화탄소(CO2) 저감�물질�발견

한국과학기술원�이정훈�박사는�미국과�공동연구로�지구�온난화의 

주원인인�이산화탄소를�효율적으로�제거할�수�있는�흡착제를�개발

했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발표.

- 산화�하프늄(HfO2)으로�반도체의�메모리�성능을�획기적으로�향상

울산과학기술원�이준희�교수�연구팀은�차세대�메모리�반도체의�집

적도를 1,000배�이상�향상시킬�수�있는�소재를�찾았다. 국제�학술지

‘사이언스(Science)’에�발표. 

- 그래핀�이중층으로�초전도성을�가진�소재�제안

서울시립대학교�정재일�교수는�그래핀�이중층�소재를�활용하여�제

어�가능한�초전도�특성을�가지는�미래�신소재의�가능성을�확인하였

다. 국제학술지 ‘네이처�피직스(Nature  Physics)’에�발표.

[친환경�에너지]

- 백금�단일원자�촉매로�사용하여�수소의�대량생성�가능성�제시

울산과학기술원�김광수�교수�연구팀은�단일원자로�상용�촉매에�비

해 17배가량�뛰어난�초고효율�수소�생성�촉매를�개발하였다. ‘어드

밴스드�펑셔널�머티리얼즈(Advanced Functional Materials)’에�발표

1)  근(近)우주: 심(深)우주에� 대비되며� 인간의� 실험과� 관측으로 100% 공략할� 수� 있는
‘가까운�우주’

[바이오]

-  간암세포를�굶겨�죽이는�기술�개발

이화여자대학교�최선�교수와�서울대학교�이정원�교수�공동�연구

팀은�간암세포의�생존에�필수적인�아미노산인 ‘아르기닌’이�세포

질로�이동하는�것을�저해함으로써�간암세포를�굶겨�죽이는�기술을 

개발하였다. 국제학술지 ‘셀�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에�발표. 

[기초과학]

- 근(近)1)우주의�은하, 은하단�및�대규모의�구조물�진화�연구

한국천문연구원�신지혜�박사와�고등과학원�박창범�교수�연구팀은 

110억�년�전~50억�년�전에�달하는�근(近) 우주의�은하, 은하단�및�대

규모�구조물의�진화�연구로�전체�우주�역사에�걸쳐�관측과�잘�부합

하는�전역별�탄생을�확인했다.  K

1

3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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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한국 슈퍼컴퓨팅 컨퍼런스, 

KSC 2020 개최

Exasxale�Computing�Era�is�Coming�

‘꿈의�컴퓨터’라�불리던�엑사스케일�컴퓨팅�시대가�현실로�그려지고�있다. 2021년�미국�오크리지�국립연구소에 ‘프론티어’

라는�이름의�세계�최초�엑사스케일�슈퍼컴퓨터가�구축될�예정이다. 머지않아�우리는�엑사스케일�슈퍼컴퓨터를�다루고 

이끌어가게�될�것이다. 다가오는�새로운�시대, 혁신적인�변화의�물결에�따라�엑사스케일�시대를�주제로�한 

2020년�한국�슈퍼컴퓨팅�컨퍼런스(KSC 2020)가�열렸다!

write�photo��대외협력실�최나은

KISTI에서�매년�개최해�온 ‘한국�슈퍼컴퓨팅�컨퍼런스(KSC)1)’가�올해

로 17회를�맞아�개최됐다. 이번�컨퍼런스의�주제는 “Exascale Com-

puting is Coming!”이었다. 엑사스케일(exascale)은 1초에 100경

(1018)번의�연산이�가능한�성능인데, 엑사스케일의�슈퍼컴퓨터가�내

년부터�미국에서�등장할�예정이다. 중국, 일본, 유럽연합�역시도 2022

년에서 2023년을�목표로�엑사스케일�슈퍼컴퓨터�개발에�박차를�가

하고�있다. 이에 ‘KSC 2020’은�눈앞으로�다가�온�엑사스케일의�시대

를�대비하며, 각국의�대표�연구자들로부터�엑사스케일�컴퓨팅�개발 

현황을�듣고�파악하는�자리로�마련됐다.

본�컨퍼런스는 4개의�기조강연과�양자컴퓨팅�관련�최근�기술�동향, 

COVID-19 극복을�위한�슈퍼컴퓨팅�활용�현황�및�방안, AI 연구를�위

한 HPC2) 인프라�등의�주제를�다루는 8개의�워크숍, 그리고�한국계산

과학공학회, 천체물리�등 4개의�커뮤니티�포럼으로�이뤄졌다. 9월 23

일에서 24일�양일간�진행된�행사는 사회적�거리두기에�부응하기 위

해 처음으로�온라인으로�개최됐다��KSC에�담긴�다양한 정보와�세션

들을�실시간으로�얻을�수�있다는�기대로�행사�이전부터�많은�이들

이�기대를�내비쳤고, 실제�본�행사는�긴장과�기대�속에 색다른�묘미

를�선사했다.

KSC 2020의�포문은�조직위원장인�최희윤�원장의�개회사로�열렸다. 

최희윤�원장은 “본�행사가�기초과학적�응용은�물론이고�코로나19 대

응,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등 제�4차�산업혁명�핵심기술�관련�슈퍼

컴퓨팅�활용에�대한�아이디어를�얻고�산학연의�전문가들이�서로�교

류하는�장이�되기를�기원한다”고�말했다. 이어�국가과학기술연구회 

원광연�이사장과�과학기술정보통신부�김봉수�기초원천연구정책국

장이�영상으로�축하의�말을�전하기도�했다.

이와�같이 17년�간�꾸준히�지속되어�온 KSC는�국내�슈퍼컴퓨팅과�이

에�관한�학술대회�겸�전시회로서의�역할을�톡톡히�해오고�있는�컨퍼

런스다. 슈퍼컴퓨팅과�계산과학공학�분야의�저변을�확대하는�데�기

여하고, 관련된�과학기술�및�컴퓨팅�산업�육성, 나아가�연구자, 기업

인, 교수진, 학생�등�여러�이해관계자들�간�교류와�학술�증진을�목적

으로�한다. 특히�매년�그�해에�가장�핵심인�슈퍼컴퓨팅�연구�및�산업, 

정책�속의�이슈를�주제로�깊이�있는�강연과�토론이�오고간다는�강점

을�지닌 KSC는, 올해�온라인으로�진행됐음에도�불구하고�뜨거운�열

기를�남겼다.  K

1)  KSC: KOREA SUPERCOMPUTING CONFERENCES
2)  HPC: HIGH PERFORMANCE COMPUTING

황순욱 국가슈퍼컴퓨팅본부장

“이번 2020 한국�슈퍼컴퓨팅�컨퍼런스�개최를�계기로�이제�코

앞에�닥친�엑사스케일�시대를�맞이하여�슈퍼컴퓨팅�초강국인 

미국, 일본, 중국�등의�엑사스케일�컴퓨팅�개발�동향과�활용�방

안을�잘�파악하고, 긴밀한�국제협력을�통해서�우리도�잘�대비해

야�할�것이다” 

기초과학적 응용은 물론이고 코로나19 대응, AI·빅데이터·사물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관련 슈퍼컴퓨팅 활용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고 

산학연의 전문가들이 서로 교류하는 장이 되기를 기원한다.

1  온라인으로�진행된 KSC 2020 기조강연�현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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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로�안전한�사회를�그리다

오늘날�데이터는�방향을�지시하는�이정표와�같다. 무수한�결과지표

와�경우의�수를�조합해�우리가�선택해야�할�길, 도전해야�할�과제를 

알려주기�때문이다. 데이터�중심�기관인 KISTI는�데이터로�국민의�생

활·안전�문제�해결을�목표로�한�다양한�협력을�추진해�왔다.

2018년 7월부터�현재까지�이어�온�인천광역시와의�협력이�대표적이

다. 4대�도시문제로 ‘침수, 미세먼지, 대중교통, 지진피해’를�규정하

고, 이에�관한�인천시의�문제�해결�및�스마트�도시화에�나선�것이다. 

인천시�지역의�현실�데이터와 KISTI의�빅데이터�플랫폼과�기술을�결

집해�그간�솔루션 4종을�개발했다.

침수�예측�솔루션은�침수�발생 3시간�전에�위험�범위와�정보를�실시

간으로�예측하고, 미세먼지�예보�솔루션은�근린지역의�버스�정류장 

등에서�주변의�미세먼지�농도를�시시각각�측정해�보여준다. 가장�화

두가�된�대중교통�최적화�솔루션은�시민들의�대중교통�이동수요를 

충족하는�노선체계와�배차계획�등을�데이터�기반으로�산출한�소프

트웨어다. 시내버스�교통�수요와�버스노선을�비교·분석해�대중교통

체계가�비효율적인�지역을�분석할�수�있다. 이러한�솔루션들은�인천

시�지자체�행정관들과의�지속적인�협력과�논의�하에�실제�행정�계획 

수립�시�활용되고�있다. 

이외에 DataON(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은�그리스의 ARC(아테네연

구혁신센터), 호주의 ARDC,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생태원�등과 MOU

를�맺어�해외의�각종�연구데이터를�확보하고�있으며, NTIS(국가과

학기술지식서비스)는�코스타리카 MICITT(과학기술정보통신부), 벨

라루스 NAS(국립과학원) 및 BELISA(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협업을 

지속해�데이터�공유·활용�관계를�발전시키고�있다.

데이터를�통한 KISTI와�대외기관들�간�전사적인�협업은�출연연의�사

회적�기여라는�목적과�더불어�국민의�수요에�걸맞은�다양한�문제�해

결�성과를�도출했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10 Special KISTI Special 3

산·학·연·정 동반 협력 통한 

지식인프라 생태계의 확장

KISTI�지난�2년간�89건�업무협약�달성��과학기술계�상생�인프라�구축�확대

KISTI는�다양한�연구기관들�사이에서�연구�인프라를�지원하고�융합하는�역할을�한다. 

이에 KISTI에게�산·학·연·정과의�협력은�필연적으로�중요하며�다양한�의미와�가치를�지닌다. 

협력을�넓힐수록�데이터, 기술, 인력의�교류와�활용이�활발해지며�협력사와의�동반�성장을�도모한다는�데�큰�의미가�있다. 

특히 KISTI가�구축한�분야별�과학기술�인프라의�활용성을�높이는�성과를�도출함으로써�가치를�실현하는�일이기도�하다. 

근래에는�업무협약을�통해 KAIST와의�공동연구센터를�개설하고, 인천광역시의�도시문제�해결을�실증했다. 

지난 2년간의 KISTI가�산·학·연·정과의�상생을�도모한�분야별�협력�사례를�소개한다.

write�photo��편집팀

1  KISTI 대전본원�국가슈퍼컴퓨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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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CGC(INTERNATIONAL CANCER GENOME CONSORTIUM): 국제암유전체컨소시엄. 
2007년 10월, 22개국의�암�및�유전체�연구기관�등이�암유전체�변화를�규명하는�공동
의�목표로�암유전체�데이터를�확보·공유·공동연구하는�내용으로�추진된�컨소시엄. 

2)  ARGO(ACCELERATING RESEARCH IN GENOMIC ONCOLOGY) : 유전체종양가속연
구. ICGC의�후속�프로젝트로 11개국 24개의�암유전체�연구기관이�참여한�정밀의료 
연구�프로젝트.

3)  PRAGMA(A(PACIFIC RIM APPLICATION AND GRID MIDDLEWARE ASSEMBLY): 미국 
국립과학재단(NSF)의�지원을�받아�활동�중인�국제공동연구�커뮤니티로, 미국, 일본, 
대만, 한국�등 30여�개�국가가�참여하는�환태평양�국제공동�슈퍼컴퓨팅, 정보통신기술
(ICT) 연구개발�및�응용연구�협의체.

글로벌�협약의�기틀, 슈퍼컴퓨터

국가슈퍼컴퓨팅센터라는�이름으로�거론되기도�하는 KISTI는 2011

년�제정된 「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및�육성에�관한�법률」에�따라 

슈퍼컴퓨팅�역량을�키워오고�있다. 이러한�역량과�슈퍼컴퓨팅�인프

라는 KISTI가�대규모의�글로벌�협약을�강화하는�기틀로�자리한다. 일

례로, 지난해 5월�아시아�최초의 ICGC1)-ARGO2) 지역데이터센터를�한

국에�유치하자는�공동의�목표로�국립암센터, 서울대학교와의�업무협

약을�맺으며�아시아�국가에서�생산된�대량의�암�유전체�데이터�확보 

및�처리를�위한�컴퓨팅�인프라�구축에�나섰다.

또�올 2월에는 KAIST와�업무협약을�맺고 KISTI-KAIST 공동연구센터

를�개소했는데�주�내용은�슈퍼컴퓨팅, 인공지능�등을�활용해�글로

벌�난제�해결을�위한�공동연구를�추진하는�것이다. 특히 KISTI는�슈

퍼컴퓨팅을�활용한�대규모�유전자�네트워크�모델링, 위성로켓의�해

석에�필요한�엑사스케일�난류연소�시뮬레이션�등�거대�계산�연구를 

추진한다. 

아울러�한국과학창의재단과의�협약으로�창의재단의�학부생�연구프

로그램(URP)에 KISTI의�비대면�계산과학�시뮬레이션�플랫폼인 ED-

ISON 관련�교육�프로그램을�신설하는�성과를�달성했다. EDISON은 

국내�유일의�계산과학공학�분야�플랫폼으로 2011년�개발된�이래�유

럽�등지의�많은�기관으로부터�높은�관심을�받고�있다. 현재�약 7만여 

명이�이용하는 EDISON은�지난해�환태평양�국제공동연구�커뮤니티
3)의�공식�플랫폼으로�선정되기도�했다. 이처럼 KISTI는�글로벌�공동

연구를�확산시키는�협력을�증진하여�기술경쟁력을�강화하는�데�기

여해�나갈�것이다.

벤처와�중소기업의�든든한�지원군

KISTI는�데이터�분석�기술로�정량화된�평가와 KISTI 연구진의�정성

적인�평가를�더해�데이터, 기술, 분석을�토대로�한�정확하고�유의미한 

결과를�도출한다. 그리고�이는�기업인, 연구자들에게�전해져�그들이 

보유한�기술의�사업성이나�개발�중인�제품의�시장성, 가치�등을�종합

적으로�예측하고�확인할�수�있게�돕는다. 또한�이러한�평가�이력들이 

쌓이며 KISTI의�데이터�분석�역량은�한층�더�지능화된다.

이에�주력하는�데이터분석본부는�연구�인프라�지원을�필요로�하는 

창업벤처기업이나�중소기업과의�협력에�앞장서고�있다. 산업통상자

원R&D전략기획단, 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에스케이씨와의�협약과 

더불어�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에너지�분야�기술사업화�분석모델·

시스템�공동활용에�관한�협약을�맺었다. 에너지기술연구원과의�협

약의�주가�된 KISTI의�기술사업화�지원�플랫폼(Smart K2C)은�방대한 

데이터와�기계학습�알고리즘으로�개별�기업별로�맞춤화된�의사결정

을�지원하는�서비스로, 중소기업의�기술·제품�혁신을�지원하는�여러 

사업에�활용되고�있다. 

특히�글로벌�시장경쟁평가, 기술사업화�역량�진단, 유망기업�선별, 유

망아이템�발굴, 기업�모니터링�등�세부�모델로�구성된�탄탄한�체계를 

갖추고�있어�정부, 지자체를�비롯한�국내�기관에는�물론�해외로의�기

술이전도�활발하다. 지난 6월에는�연세대학교에서�개최된�한국지능

정보시스템학회�정기춘계학술대회에서 ‘2020 인텔리전스�비즈니스 

대상’을�수상하기도�했다. 

데이터분석본부의�산·학·연·정�협력�확장에�톡톡한�몫을�해내는�기

술사업화�플랫폼은 KISTI가�보유한�정보분석�인프라를�공공과�민간

에�확산한다는�점에서�의미가�크다. KISTI는�더�많은�기관과�기업들

이 KISTI의�기술사업화�역량에�힘입어�글로벌�강소기업으로�성장할 

수�있도록�지원을�다각화할�방침이다.  

2  KISTI-KBS, 신속한�재난안전�정보�제공�협약
3  KISTI-한국산업기술진흥원, 빅데이터�기반�혁신성장�생태계�조성�협약
4  KISTI-인천시, 데이터�기반�문제해결�솔루션�및�협약�성과보고회
5  KISTI-KAIST 공동연구센터�개소식

데이터�강국으로�향하는 KISTI

업무협약을�통한�상생과�데이터�강국�실현은 KISTI의�오랜�비전이다. 

KISTI는�이외에도�다양한�업무협약을�통해�글로벌�시대에�걸맞은�데

이터�강국을�만들어나가고�있다. 앞으로도�틀에�갇히지�않은�혁신적

인�협약을�전개해�가시적인�성과들을�도출할�계획이다. 산·학·연·정 

공동체와�함께하는 KISTI. 그들과�동반�성장하며�데이터�강국으로 

도약하는�발걸음은�멈추지�않을�것이다.  K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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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 시대 돌파구 ‘오픈사이언스’

국가 차원의 실효적 정책 방안 모색

KISTI�온라인으로�제4회�과학기술정보포럼�개최

과학기술�연구의�활성화로�디지털�기술�확산이�가속화되고, 이로�인해�연구�패러다임이�다시금�변화하고�있다. 

이러한�변화의�소용돌이�속 ‘오픈�사이언스’의�물결이�빛난다. 디지털�연구�환경에서�연구�성과물의�개방과�공유, 

글로벌�협업이�활발해지고�있는�것이다. 우리나라를�비롯한�미국, 유럽�국가�등이�주요�정책�안건으로�오픈�사이언스를 

시사하고�있으며, 오픈�사이언스를�기반으로�한�다국적�협력과�성과�공유를�증진하고�있다.  KISTI 제4회�과학기술정보포럼은 

‘4세대 R&D, 제4차�산업혁명�그리고�오픈�사이언스’를�주제로�진행됐다.  오픈�사이언스를�토대로�우리나라가�제4차�산업혁명

을�선도하고 R&D 경쟁력을�강화하기�위해�추진해야�할�전략과�실천�방안을�논의한�담론�속으로�당신을�초대한다.

write�photo��대외협력실�최나은

세계�곳곳에서�신호탄�울린�오픈�사이언스

“제4차�산업혁명을�선도하고 R&D 경쟁력을�강화하며�국가�차원의 

오픈�사이언스�정책과�추진전략이�무엇보다�중요한�시기입니다.” 이

날�개회사와�패널�토의�좌장을�맡은 KISTI 최희윤�원장이�말했다. 제4

차�산업혁명의�급격한�진화와�미래�시대에�발맞춰�연구자들뿐만�아

니라�국가�차원에서의�오픈�사이언스�추진전략이�마련돼야�한다는 

의미다. 특히�그는�다각적이고�실제적인�방안을�강구해야�한다고�말

했다. 장에�모인�전문가를�비롯한�참여자들에게�다양한�관점과�이해

관계를�고려한�대책을�논의하고�시행해야�할�것을�시사했다.

본�포럼은�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로�인한�팬데믹�시대

의�돌파구로�오픈�사이언스의�중요성을�강조하는�한편�기술�혁신�시

대에�따른�우리나라�과학기술계�연구�현장의�재정립, 국가�차원의�오

픈�사이언스�정책과�추진�전략을�모색하는�자리였다.

“데이터�기반으로�모든�실험과�연구가�이뤄지고�있습니다. 또�이슈

의�복잡도가�높아지고�있기�때문에�단일�연구보다는�공동�연구가�촉

진되고�있습니다. 오픈�사이언스가�혁신을�이끄는�견인차�역할을�하

는�것이죠.”

1부에는�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김재수�본부장이�발제자로�나서 

오픈�사이언스의�국내외�현황을�설명하고�실행력�제고�방안으로�제도

적�기반�마련과�오픈�액세스로의�전환�추진, 연구데이터�생태계�구축

KISTI는 그동안 축적해 온 과학기술 지식 인프라를 바탕으로 

국가 오픈사이언스를 뒷받침하고, 비대면 시대 R&D 혁신을 위한 

디지털 협업 인프라를 선도하는 데 앞장서겠다.

및�글로벌�협력�강화를�제시했다. 특히�오픈�액세스의�효과로�연구자 

스스로�영향력과�인지도�향상, 연구개발�주기�단축을�기대할�수�있

다며�오픈�사이언스�추진�근거를�강조했다.

이어�그는�개방형�연구�생태계를�조성하기�위해 KISTI가�진행하고 

있는�활동들을�소개했다. 가장�최근�추진하고�있는 ‘과학기술�기계

학습�데이터�구축�사업’으로�인공지능�기술�개발�및�연구에�필요한 

대규모의� 데이터� 구축에� 나섰음을� 설명하고, IDW(International 

Data Week) 2021 유치�사례도�언급했다. 이번�포럼의�주최�기관으로

서 KISTI가�지닌�확고한�비전과�의지를�실감케�했다. 최희윤�원장은 

“KISTI는�그동안�축적해�온�과학기술�지식�인프라를�바탕으로�국가 

오픈�사이언스를�뒷받침하고, 비대면�시대 R&D 혁신을�위한�디지털 

협업�인프라를�선도하는�데�앞장서겠다.”라고�덧붙였다.

오픈�인식�달리하고�보상체계�마련해야...

2부는�여덟�명의�전문가들이�함께�포럼�주제에�관한�다양한�의견을 

제시했다. 패널들은�오픈사이언스에�대한�국내�연구자들의�인식�변

화를�시도하는�한편, 이에�따른�연구자들의�보상체계를�마련해야�한

다는�것에�입을�모았다. 화상�연결로�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윤호�박

사가�질의하고�패널들이�답하는�질의응답�시간도�가졌다. 



16 17

1  기술�혁신, 과학기술�경쟁력�강화를�위한�패널�토의를�진행�중인�모습
2  제4회�과학기술정보포럼에서�인사말을�전하는�최희윤�원장
3  제4회�과학기술정보포럼에�참여한�주요�인사들의�단체사진1 2

•차미경�이화여자대학교�문헌정보학과�교수 

차미경�교수는�오픈�엑세스�법의�의의와�방향성에�대해�설명

했다. 

“오픈�액세스�법제화의�대상은�공공�기금의�지원을�받은�연구

만을�대상으로�한다.”라며� “납세자인�모든�국민이�연구된�성과

물에�접근을�할�수�있어야�한다는�인식이�세계적으로�동의를�하

고�있다.”라고�강조했다. 특히�그는 “논문이�굉장히�중요하다. 학

술논문은�학술�커뮤니케이션의�가장�핵심이므로, 논문의�저자

가�원문을�제출하도록�의무화�하거나, 또는�원문을�처음부터�온 

국민이�자유롭게�이용할�수�있도록�출판을�보장하는�내용을�법 

제도에�반드시�담아야�한다.”라고 견해를�밝혔다.

•윤종민�충북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교수

윤종민�교수도�오픈사이언스�흐름에�의의를�두었다. 그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을�추진하는�과정에서�생산되는�연구데이터들이 

사장되지�않고, 국가�차원에서�효율적으로�보존·관리·활용할 

수�있도록�최소한의�장치를�마련해야�할�것”이라며, “오픈사이

언스는�제4차�산업혁명�시대에�따른�세계의�흐름이다.”라고�말

했다. 이어 “학술�정보를�포함해서�기타�여러�가지�연구개발�정

보의�데이터에�대한�체계를�어떻게�정의할�것인지. 국가�정책과 

관련해�국가�데이터, 연구�성과를�어떻게�볼�것이냐는�인식의�통

일이�우선적으로�필요하다.”라고�주장했다.

•이창준�기초과학연구원�인지및사회성연구단장

이창준�단장은�연구자들에�대한�보상체계에�대해�언급했다. 

“연구자�보상체계가�마련돼야�한다는�것은�분명하다.”라면서 

“각�논문이�그�자체가�사이트에�게시되고�어느�저널에�나왔든 

수치화된�성과로�보상을�주는 것이 시스템�개선에�도움이�될�것

이다. 몇�번�다운로드�됐는지�몇�번�인용됐는지�등을�수치화해 

보상을�주는�방안을�고려해야�한다.”라고�언급했다. 특히�그는 

연구자로서�논문을�해외�저널과�국내�저널에�투고해�본�경험에 

비춰, 국내�저널에�투고했을�때�신속한�처리로�만족감을�느꼈고 

논문�확산에�큰�효과를�봤다고�말하며, “정보의�빠른�확산이�중

요하다고�생각한다.”라고�의견을�밝혔다.

•신은정�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제도혁신연구단장

신은정�단장은�유네스코�오픈�사이언스�자문위원회�소속으로

“유네스코에서�발간하는�모든�간행물은�오픈�액세스로�다운받

을�수�있다.”라며 오픈�사이언스에�대한�국제적�공감대를�이야

기했다. 또�그는 “국제적으로�오픈�사이언스에�관련된�상당히 

규범화된�논의가�있었다. (국내에서도)오픈�액세스�데이터�정

책이�구체화되고�있어�이미�성취가�이뤄지고�있다고�생각한다”

라고�말했다. 보상체계에�관해서는 “기존에는�지식을�생산하는 

사람, 물건을�소유하는�사람이었지만�소유권의�의미를�전환해

야�하는�단계에�있다. 초기�생산하는�데이터�자체보다�이것을 

벨류�업�시키는�과정이�더욱�중요할�수도�있기�때문이다.”라

고�강조했다.

•신신애�한국정보화진흥원(NIA) 공공데이터기획팀장

신신애�팀장은�적극적인�기관들의�역할을�강조했다. 신�팀

장은 “공공데이터법�이전에는�정보공개법이�있었다. 그럼에

도�공공데이터법을�만든�이유는�공개와�개방의�차이에�있기 

때문”이라며, “공개는�알�권리�차원에서�알려주는�개념이라

면�개방은�그것을�자유롭게�사용할�수�있는�사용권까지�주는 

것이다. 이제는�보는�것에서�그치는�것이�아닌�사용된�것이 

재생산되고�활용되자는�관점에서의�논의와�이에�따른�연구

가�필요하다. 이는�기관들의�적극적인�태도에서�나온다.”라

고�강조했다. 또�최근 ‘데이터�기반�행정�활성화법’이�제정돼

서�정부가�중요한�정책을�펼�때는�반드시�데이터에�기반하도

록�하고�있음을�언급하고, KISTI와 NIA가�다양한 ‘비정형�데

이터’를�기계판독�가능한�포맷으로�바꾸는�노력을�하고�있으

므로�함께�변화를�만들자고�다짐했다.

•이석래�과학기술정보통신부�성과평가정책국장

이석래�국장은 “가장�중요하게�생각하는�것은�공감대다. 국가

나�인류의�지속�가능한�발전을�위해서�사이언스가�기여한다

는�것. 오픈�사이언스가�바로�이런�측면”이라고�운을�띄우며,

“과학은�국민의�삶과�연관돼�있다. 당위론적으로�봤을�때는 

(연구)과정도�공개돼야�하고, 그�결과물도�공개돼야�한다.”라

고�말했다. 덧붙여 “과학에�대한�태도도�달려져야�한다. 과거

에는�선진국을�따라가기만�하는�상태였다면�선도하기�위해

서�문제의�정의를�다시�해야�한다. 과학자와�국민들�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소통, 오픈을�통해서�이를�해결할�수�있을�것”

이라고�말했다.

•김재수�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본부장

김재수�본부장은�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윤호�박사의 ‘연구

자들이�본인의�연구�성과물을�자발적으로�참여하게�유도하

기�위한�제도적�장치, 구체적인�인센티브는�무엇일까’라는 

질의에�대해 “참여한�연구자의�인지도나�영향력이�향상되

는�것도�연구자에게�혜택일�수�있고, ‘거래’라는�개념으로�누

군가가�어떤�성과물을�활용해�성과를�봤을�때�최초�공개자

에�재정적�리워드를�주는�방법도�좋은�보상체계가�될�것�같

다.” 라고�답했다.  K

3



2020 voI.79 1918 Special KISTI Special 5

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 

활성화와 안정화를 위한 연구개발의 길

KISTI�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

KISTI는�국가슈퍼컴퓨팅센터로서�슈퍼컴퓨터와�초고속�연구망을�이용하여�데이터�기반의�융합·협업연구�환경을 

구현하는�첨단�데이터�생태계를�확장해�오고�있다. 특히�국가�초고성능�컴퓨터의�효율적인 

구축과�체계적인�관리를�통해�지속�가능한�활용을�도모하는�등�과학기술�발전�기반을�조성함으로써�국민�삶의�질�향상과 

국가�경제�발전에�이바지하고�있다. 그�중심에는�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가�있다. 초고성능컴퓨팅�자원을�더�많은 

사람에게�제공하고�국가슈퍼컴퓨팅�생태계�활성화와�안정화를�위해�부단히�노력하는�그들을�만나보았다.

write��윤수이����photo��이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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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는 1988년 12월 국내 최초 공공목적의 공동활용 

슈퍼컴퓨팅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더�효율적으로�많은�슈퍼컴퓨팅�자원을�배분하는�일

KISTI는 1988년 12월�국내�최초�공공목적의�공동활용�슈퍼컴퓨팅 

서비스를�시작하였다.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는 KISTI 내에서�슈퍼

컴퓨터를�구축하고�운영하는�조직이다. 대한민국의�미래�경쟁력�강

화를�위해�세계적�수준의�국가�슈퍼컴퓨팅�인프라의�현대화와�최고 

수준의�운영�역량�증진을�위해�노력하고�있다. 중요한�업무를�수행

하는�만큼�센터�구성원�모두가�전력을�기울이고�있다. 

이들은�세계�수준의�슈퍼컴퓨터 5호기�누리온의�안정적인�서비스

를�통해�기초·원천기술�개발�역량�강화와�산업�경쟁력�제고에�힘쓰

고�있다. 특히�우리나라�국가연구개발�분야에�종사하는�과학기술자

들이�세계�최고�수준의�연구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고성능의�시

스템�구축은�물론�신뢰성을�겸비한�안정적인�서비스�제공을�목표로 

한다. 이를�위해�슈퍼컴퓨터 5호기의�주기적인�예방�정비, 자동화된 

장애진단·관리�프로그램�개발�및�적용, 성능�최적화를�통해�서비스 

중단을�최소화하고�가동률을�최대화하기�위해�주력한다. 또한, 가

속기�기반의�슈퍼컴퓨터�보조시스템인�뉴론을�구축·운영하여�국

내�연구자들에게�제공함으로써�인공지능�및�기계학습�관련�원천�연

구, AI 기반�계산과학�연구, 가속기를�통한�성능�가속이�뛰어난 HPC 

분야�지원을�확대하기�위해�노력하고�있다.

추가적으로�클라우스�서비스(KI Cloud)를�슈퍼컴퓨터에�적용하여 

연구자가�원하는�컴퓨팅�환경을�쉽게�구성할�수�있도록�지원하고 

있으며, 수십�페타플롭스급�대규모�슈퍼컴퓨터�구축·운영�기술을 

확보하여�국내외�관련�기관에�기술�컨설팅도�제공�중이다.

나아가�주피터�기반�작업�실행, VDI, 블로그, 유튜브�동영상�교육 

등�슈퍼컴퓨터 5호기의�사용자�서비스�환경�개선을�통한�사용자�서비스 

만족도�제고에도�힘쓰고�있다.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는�슈퍼컴퓨터의 

안정적인�운영을�통해�연구자들이�계산과학�및�공학�분야와�빅데이터, 

인공지능�등의�신규�분야에서�대규모�계산�자원을�효율적으로�활용

하여�연구�생산성을�높일�수�있도록�최대한�지원하고자�서비스�안

정성�지표(MTBI)를�성과�지표로�활용하고�있으며, 24x7 시스템�관

제�및�장애�대응�체계를�구축하여�운영�중이다.

대한민국에�새로운�혁신의�바람을�일으키다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는 58년간�국가�과학기술정보�수집·유통센

터�역할을�해온 KISTI가�데이터의�축적뿐만�아니라�데이터를�활용

한�연구에�필수적인�초고성능�슈퍼컴퓨팅�인프라�생태계�발전에 

기여하고�있다. 이를�위해�제4차�산업혁명에�대응하기�위한�슈퍼

컴퓨팅�인프라�고도화에�힘쓰고�있으며, 국가�차원의�슈퍼컴퓨팅 

인프라의�안정적인�운영과�원활한�서비스를�통해 KISTI의�위상을 

높이고�있다. 

센터는�앞으로도�초고성능�컴퓨팅�인프라�데이터생태계와�연구자

를�연결하는�최접점으로써�더�많은�연구자가�슈퍼컴퓨팅�인프라를 

효율적이고�편리하게�활용할�수�있는�환경을�조성할�계획이다. 또 

HPC 연구개발과�관련�산업이�상생할�수�있는 HPC 생태계�구축을 

지원하여�국가�과학기술�경쟁력을�제고하고자�한다. 이를�위해�슈

퍼컴퓨팅인프라센터는�홍태영�센터장을�필두로�각기�다른�색깔을 

지닌 25명의�사람으로�구성돼�있다. 다른�색깔, 다른�재능을�가진�이

들이지만�추구하는�목표는�하나다.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운영�환경의�고도화로�국가슈퍼컴퓨팅�생

태계�활성화가�안정화되는�것. 그리고�이를�통해�대한민국에�새로

운�혁신과�변화의�바람이�불어오는�것. 그�목표는 KISTI의�미래와 

대한민국의�미래�성장을�앞당기는�기반이�되어줄�것이다.  K

슈퍼컴퓨팅인프라센터�업무�총괄 | 홍태영�센터장 |

우리�센터의�일차적인�바람은�국내의�계산과학�및�공학�분야의�연구자�및�개발자들이�보다�빠르

고�쉽게�연구성과를�얻을�수�있도록�하는�것입니다. 더�나아가�슈퍼컴퓨터�구축�운영에�관한�국

가센터로의�역할을�충실히�수행하여�국내 HPC 저변�확대, 기술�전파�및�대외�위상�제고�목표를 

가지고�나아갈�계획입니다.

가속기�기반�슈퍼컴퓨터�보조시스템�운영 | 권민우�연구원 |

GPU 기반�시스템뿐�아니라�제4차�산업혁명의�컴퓨팅�수요를�대응하기�위한�다양한�아키텍처

의�시스템을�도입, 구축, 운영함과�동시에�아키텍처에�특화된�자동화된�운영�및�활용�기술을�연

구�개발함으로써�연구자들이 AI, 빅데이터�연구를�보다�수월하게�할�수�있도록�돕는�것이�저의 

목표입니다.

슈퍼컴퓨팅�기반�클라우드�서비스�개발�및�적용 | 이승민�선임연구원 |

슈퍼컴퓨터�발전�추세는 20년�전�슈퍼컴퓨터로�부르던�시스템이�현재에는�손바닥�안에�있는�휴대

폰�성능과�동일합니다. 추세가�유지된다면 20년�후에는�현재�슈퍼컴퓨터로�불리는�시스템을�개인

들이�사용하게�될�것입니다. 지금의�제�업무는�현재의�슈퍼컴퓨터가�아닌 10년 20년�후의�슈퍼컴퓨

터에�대해�살펴보고�미래의�슈퍼컴퓨터�활용에�필요한�기술을�연구하는�것이�목표입니다.

슈퍼컴퓨팅�기반�클라우드�서비스�개발�및�적용 | 박주원�선임연구원 |

최근�많은�관심을�받고�있는�머신�러닝, 빅데이터�분석�분야에서도�대용량�컴퓨팅�자원을�손쉽게 

활용할�수�있도록 ‘KI Cloud’라는�이름으로�슈퍼컴퓨터�기반의�클라우드�서비스를�구축하고�안

정적인�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슈퍼컴퓨터 5호기�시스템�운영 | 안도식�선임기술원 |

국내�슈퍼컴퓨터의�저변확대를�통해�특정�전문가만이�활용하는�시스템이�아닌�다양한�분야에서 

활용될�수�있기를�희망합니다. 최종적으로�국민이�일상생활에서도�직간접적인�슈퍼컴퓨팅�서비

스를�통해�삶의�질을�개선할�수�있기를�기대합니다.

슈퍼컴퓨터�네트워크�및�보안�운영관리  | 이재국�연구원 |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인�국가슈퍼컴퓨팅시스템의�보안�취약점�분석�평가�결과를�바탕으로�보호�대

책을�수립하고, 새로운�사이버�공격에�대응하기�위한�연구를�지속하여�서비스에�적용할�계획입니다��

이를�통해 슈퍼컴퓨팅서비스의�품질�및�안전성이�앞서갈�수�있도록�만들어�나갈�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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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원자핵의�생성에�관한�연구

원자핵에�대한�연구는�핵�및�입자�물리학, 천체물리학�등�전반적인�물

리�영역에서�중요하게�간주되고�있다. 특히�가속기를�이용하여�인위

적으로�만들지�않는�이상�지구상에�거의�존재하지�않는�희귀�동위원

소(Real Isotope)에�관한�연구는�최근�핵물리학자들에게�중요한�연

구�중�하나다.

핵물리학의�중요한�질문�중�하나는 “얼마나�많은�핵자를�가진�원자핵

이�존재하는가?”다. 즉, 이미�발견되거나�만들어진�원자핵�이외에�미

지의�원자핵은�무엇이�있으며, 이들은�물리·화학적으로�어떤�특성을 

가지고�있는가�하는�의문이다. 새로운�동위원소를�합성하여�그�특성

을�연구하는�것은�원소의�기원에�관한�해답�외에도�핵물리학과�관련

된�여러�가지�중요한�문제에�대한�단초를�제공한다.

“지금까지�알려진�안정된�원자핵은 300개�정도입니다. 그리고�우리

가�알고�있는�불안정한�원자핵은 3,000개�정도입니다. 이�원자핵을 

발견하고�어떤�성질들이�있는지�알기�위해서는�중이온가속기가�필

요합니다. 그러나�불안정한�영역에�있는�핵종들을�무작정�실험할�수

는�없기�때문에�핵종들의�생성�단면적이�얼마나�되는지�먼저�계산해

야�합니다. 가령 A라는�핵종을�만드는데�여러�반응을�이용할�텐데요. 

여러�가지�반응을�고려해�생성�단면적이�크면서�에너지가�적게�드는 

최적의�후보�반응을�찾아내는�것입니다. 제가�이번에�발표한�논문은 

노벨리움(No)의�중성자�과잉�핵종에�관한�연구�결과입니다. 원자핵

을�만드는�것은�쉽지�않은�일입니다. 특히�원자번호가�크고�중성자가 

많아질수록�원자핵을�합성하는�일은�매우�많은�어려움이�있을�뿐만 

아니라�원자핵을�합성하더라도�이를�발견하기는�더더욱�힘든데요. 

이번에�찾아낸�노벨리움(No)은�원자번호가 102번입니다. 현재까지 

알려진�가장�높은�원자번호 118번을�고려했을�때�상당히�높은�원자

번호에�해당하며, 노벨리움의�중성자가�많은�동위원소의�생성�단면

적을�예측한�결과를�논문으로�작성하게�되었습니다.”

우수논문리뷰

문명환�박사후연구원은�핵물리이론�전공으로�경북대학교

에서�다중핵자교환반응을�활용한�희귀동위원소들의�생성

단면적에�관한�연구로 2015년�박사�학위를�취득했다. 이후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3년간�박사후연구원으로�중이온�핵

반응�연구, 핵데이터�생산�및�검증에�관한�연구를�했다. 또

한� 울산과학기술원(UNIST)의� 고에너지� 천체물리� 연구단

(CHEA)에서�항성진화에�관한�연구를�진행했으며, 현재는 

KISTI 슈퍼컴퓨팅응용센터�소속으로�중이온�핵반응�연구와 

누리온을�활용한 mass table 관련�연구를�진행하고�있다.

Mun Myeong-Hwan

인류가 찾아내지 못했던

새로운 원자핵을 발견하는 연구

슈퍼컴퓨팅응용센터�문명환�박사후연구원

자연계에는�약 300개의�안정�동위원소들이�존재한다. 이들은�주변�자연에서�발견되기도�하고�가속기를�통해

 인공적으로�생성되며, 불안정�동위원소는�약 2,700여�종이�있다. 이외에도�지금까지�발견되지�않은 7,000여�종의

동위원소들이�존재할�것으로�예측된다. 이번�호에서는�중이온가속기를�통해�생성될�희귀�동위원소들의 

생성�단면적을�예측하는�연구자를�만나보았다. 

write��윤수이����photo��김하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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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방법론으로�일군�차별화된�결과

알파(4He)보다�무거운�핵들을�이용한�반응을�중이온�핵반응이라고 

한다. 중이온�핵반응은�입사되는�빔의�에너지와�상대적�각운동량의 

크기에�따라�입사된�핵과�표적�핵이�만나�일어나는�반응이�달라진다. 

에너지가�낮은�경우�잡힘�반응이�일어나게�된다. 잡힘�반응�이후�하나

의�시스템을�이루고�빠른�시간에�분열되는�준핵분열(quasi-fi ssion) 

반응과�하나의�거대한�핵을�생성하는�완벽한�융합(complete fusion) 

반응으로�구분한다. 

준핵분열�반응과�완벽한�융합�반응은�다중�핵자�교환�반응을�설명하

는�모델�중�하나인 DNS(Dinuclear System) 모델에�의해�묘사할�수 

있다. DNS 모형은�핵반응�과정에서�두�핵�사이에서�핵자�교환(특히 

가벼운�핵에서�무거운�핵으로�핵자의�이동)에�중점을�둔다. 이번�연

구에서는�다중�핵자�교환�반응을�통해�희귀�동위원소가�만들어지는 

과정을 DNS 모델을�사용해�설명했다. 

“중이온�핵반응을�이용하여�원자핵이�만들어지는�과정을�설명하는 

모델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 저는�이번�연구에서 DNS 모델을�사

용하였는데요. 이�모델은�핵자(중성자, 양성자)들의�이동을�자유롭게 

기술하는�장점이�있습니다. 두�반응이�일어날�때�핵자들이�특히�중성

자가�많이�이동해야�중성자가�아주�많은�특이한�핵들이�생성될�수�있

습니다. 국내에서는�이런�연구를�하는�사람이�극히�드물지만, 외국에서는 

이런�주제로�논문을�쓰는�연구자들이�있습니다. 특히�중국이나�일본

에서요. 일본에서는�조금�다른�방식을�사용하지만, 중국은�저와�비슷

한�방법을�씁니다. 하지만�저처럼�원자번호가�높은�쪽을�연구하지�않

고�낮은�쪽으로�많이�연구하고�있습니다. 같은�방법을�쓰더라도�원자

번호가�높은�쪽을�연구한�것이�이번�논문의�차별성입니다.”

원소의�기원을�밝히는�연구

현재�핵물리학자들은�수소에서�시작된�핵융합�반응이�지속되어�가

장�안전한�철에�이르는�과정을�비교적�잘�설명할�수�있다. 그러나�납

이나�우라늄�등과�같이�철보다�무거운�핵이�생성된�과정은�전혀�규명

하지�못하고�있는�실정이다. 일반적으로�우주의�신성이나�초신성과 

같은�특별한�별들의�폭발�과정에�수반되는�격렬한�핵반응을�통해�무

거운�핵들이�만들어진�것으로�짐작한다. 따라서�철보다�무거운�원자

핵들이�만들어지는�과정과�기원을�규명하려면�희귀�동위원소를�만

들어�그�성질을�연구해야�한다. 중이온가속기를�이용해�생성된�희귀 

동위원소들을�활용하여�여러�가지�천체�핵반응�실험을�통해�무거운 

원소의�기원을�밝힐�수�있는�셈이다.

희귀�동위원소�가속기를�이용한�여러�연구�주제들은�물리학에서의 

11가지�미해결�과제�중�상당수�직간접적으로�연관되어�있으며, 우주

의�기원�등과�같은�천체물리에서의�미해결�과제와도�직간접적으로 

관련되어�있다. 따라서�중이온가속기에서�만들어지는�희귀한�동위원

소들은�현재까지�해결하지�못하고�있는�자연계의�여러�근본적인�문

제들을�해결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줄�것이다. 이뿐만�아니라�자연

계에�존재하는�원소들의�기원을�규명하고�우주에서�발생하는�다양

한�천체�현상을�이해하는데�필요한�실마리를�제공해줄�것이다.

“주기율표에�존재하는�철보다�더�무거운�원소들은(금, 은, 우라늄) 어

떻게�만들어진�것일까요? 지금까지는�빠른�중성자포획과정(r-pro-

cess)에�의해�철�원자핵에�중성자가�더해지며�불안정�동위원소가�만

들어진�다음, 이들�불안정�동위원소가�다시�안정된�동위원소로�되는 

과정을�무수히�반복하면서�철보다�더�무거운�원소들이�만들어진�것

으로�생각합니다. 이러한�현상을�더�잘�설명하기�위해서는�중성자가 

많은�핵종을�만들고�이들의�성질에�대해�연구해야�합니다. 이번에 

102번을�연구하게�된�계기도�철보다�무거운�원소들이�어떻게�생성

되는지�알기�위해서입니다. 그리고�이러한�중성자가�많은�핵종은�특

이한�성질을�많이�가지고�있습니다. 핵�주변에�중성자들만�껍질�부근

에�모여�있는�중성자�달무리(neutron halo), 중성자�스킨(neutron- 

skin), 마법�수의�변화(shell evolution), 새로운�원자핵의�모양�변형 

등�여러�가지�흥미롭고�새로운�현상이�많습니다. 이러한�특이�현상

들을�알아보기�위해서는�다양한�동위윈소들을�인공적으로�생성하

여�그�성질을�연구해야�합니다. 저는�이러한�희귀�동위원소들이�얼

마나�만들어질�수�있는지�알아본�것입니다. 만약�새로운�핵종이�발

견된다면�핵물리학, 원자물리학, 고체물리학, 생명과학, 의학�등�다양

한�분야에�활용될�수�있을�것입니다. 예를�들면, 의학적�진단과�방사

선�치료(특히�암치료)에�활용될�수도�있고�신소재�개발에도�사용할 

수�있을�것입니다.

103번, 104번을�향해�나아가는�연구

이번�연구�결과는�중이온가속기를�활용한�실험�설계에�중요한�단초

를�제공할�것이다. 아직�발견되지�않았지만, 중성자�듣는선�근처에�존

재할�것으로�예상되는�희귀�동위원소의�생산�단면적은�매우�작다. 이 

때문에�이들을�생성하기�위한�최적의�빔과�표적의�조합�및�입사에너

지를�예측함으로써�효율적인�실험이�될�수�있도록�기여할�것이다. 특

히�새로운�원자핵을�합성할�경우�어떤�과정을�통해�합성이�가능한지

에�대한�중요한�열쇠를�제공할�것으로�예상한다. 또�현재�정확한�위치

는�알려지지�않고�추정만�하는�원자핵의�존재�한계를�나타내는�듣는

선의�위치를�예측할�수�있는�정보를�제공해줄�것이다. 

한편�한국에�건설�중인�희귀�동위원소�중이온가속기인�라온에서�수

행될�다양한�저에너지�핵반응�실험, 불안정한�핵의�구조�연구, 핵�천

체물리�실험�등�다양한�연구에�기여할�전망이다. 이를�통해�라온�연

구�시설의�과학적, 경제적�가치를�극대화하는�데�이바지할�것으로�예

상한다.

“다음�계획은�원자번호 103번, 104번에�대해서�연구할�예정입니다. 

현재�어느�정도�연구를�진행한�상태로�연구에�사용할�후보�반응들을 

찾아�정리�중입니다. 또한, 중이온�핵반응에서�알파�입자가�어떤�영향

을�주는지에�대한�연구도�진행하고�있습니다. 8Be(베릴륨-8), 12C(탄

소-12)의�경우�각각�알파�입자�두�개, 세�개로�이루어져�있다고�말하는

데요. 이러한�알파�입자가�무거운�핵들이�충돌하여�서로�교환될�때�어

떤�영향을�주는지에�어떤�현상이�일어나는지에�대해�알고�싶은�거죠. 

지금은�계산�결과를�분석해서�그래프를�그리고�있어요. 앞으로�공동 

연구자들과�논의만�잘�하면�될�것�같은데요. 얼른�마무리�잘해서�올해 

논문�한�편을�더�쓰는�것이�목표입니다.”  K

1  핵종�지도(CHART OF NUCLIDES) 
2  노벨리움(NO)의�중성자�광잉�핵종에�관한�연구결과를 

설명�중인�문명환�박사후연구원
3  저에너지�핵반응�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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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안전하고 빠르게,

해커 잡는 AI 보안시스템

와이즈넛�장정훈�연구소장

지난 1월 9일�데이터3법이라�불리는�개정안이�국회�본회의를�통과했

다. 법안�통과로�특정�개인을�식별할�수�없는�가명�정보�등이�연구나 

공익적�목적�하에�자유롭게�사용될�수�있게�됐다. 정보�활용의�기회가 

증대되어�새로운�서비스와�기술�창출이�기대된다. 하지만�동시에�데

이터�환경을�일관되게�통제하고�보안을�유지하는�것이�더욱�중요해

졌다. 이처럼�쏟아지는�데이터�증가로�보안�강화가�이슈인�가운데, 인

공지능(AI)을�활용해�사이버�공격�등�보안시스템�개발에�도전하는�기

업이�있다. 소프트웨어�전문기업 ‘와이즈넛’이다.

write�photo��편집팀

1999년�미국�실리콘밸리에서�출발한�벤처기업

올해�스무�살이�된�와이즈넛은�언어를�표현하는�텍스트마이닝과�자

연어처리�노하우를�바탕으로�챗봇과�검색엔진�소프트웨어에서�두각

을�나타내고�있는�기업이다. 이�같은�전문성을�살려�사이버�안보�분

야�전용 AI 솔루션까지�확보하겠다는�계획을�지니고�있다. 와이즈넛

은�설립�이래�검색엔진�서비스를�선보이며�자체 AI엔진을�기반으로 

한�빅데이터�분석, 자연어처리, 검색�수집�솔루션�등�데이터�처리�관

련�기술들을�하나둘�확보하기�시작했다.

와이즈넛은�관공서, 개인이�운영하는�홈페이지�등�어디서나�볼�수�있

는�검색창에�관한�검색엔진도�개발했다. 검색엔진은�데이터를�쉽고 

빠르게�찾아주면서�이용자가�원하는�내용을�잘�매치해주는�것이�핵

심인데, 이들은 2006년�국내�검색솔루션�기업�최초로 '국산 SW 업체 

100억�클럽'에�가입하는�등�가파르게�성장해�왔다. 특허청�검색엔진

도�와이즈넛�기술을�통해�구현됐다. 8년�전인�구축�당시까지만�해도 

우리나라는�미국산�검색엔진을�사용했었다. 와이즈넛이�특허청�검색

엔진을�맡으면서�국내기업�기술로�대체되었다는�의의가�있다. 

이들의�또�다른�대표사업은 ‘챗봇’이다. 챗봇은�메신저에서�대화할�수 

있는�채팅로봇으로�많은�기업들이�고객상담�서비스에�활용하고�있

는�기술이다. 기업�입장에서는�인건비를�절감하고�고객은�시간에�구

애받지�않고�서비스를�제공받을�수�있다는�장점이�있다. 와이즈넛�챗

봇은�기계학습을�활용해�대화�유사도를�분석하고�최적의�답변을�찾

는데, 질문�의도를�정확히�파악해�응답할�수�있어�소비자�호응이�높

다. 서울시�대표안내�콜센터 120 다산콜센터의 ‘서울톡’, 인천공항공사 

‘에어봇’, 신한은행�고객�상담�챗봇 ‘쏠라메이트�오로라’ 등이다. 이러한 

사업�성장을�이끈�와이즈넛�장정훈�연구소장은�개발자로서�지녀�온 

철학을�밝혔다.

“저희는�국내�최다�챗봇�성공�구축사례를�보유하고�있습니다. 검색엔

진�서비스에서�확보했던�기술을�활용하여�안정화된�기술을�구현했

기�때문입니다. 우수한 AI 모델도�중요하지만�데이터�확보, 그리고�그

러한�데이터를�어떻게�잘�정리해서�해석해�내느냐도�중요합니다. 여

기서�시스템엔지니어가�중요한�역할을�합니다.”

기술, 필요한�곳에�안전하게�적용될�수�있도록

검색엔진과�챗봇�사업에서�큰�성장을�한�와이즈넛은�최근�새�도전을 

시작했다. AI로�사이트를�공격하는�해커를�잡는�보안시스템�개발이

다. 그는�새로운�시장에�뛰어들기�위해 KISTI와�손을�잡았다. 지난해 

11월 KISTI와�와이즈넛은 ‘인공지능(AI) 자동화�플랫폼�및�보안관제 

전용 AI 모델’ 기술이전�협약을�체결했고, KISTI는 99.9% 이상의�정확

도로�실제�사이버�공격과�정상�접속�행위를�자동�분류하는�솔루션 ‘보

안관제 AI 모델’을�이전했다. 이들의�인연은�와이즈넛이 KISTI 과학기

술사이버안전센터와�함께�공공기관�네트워크�외부�침입�감지�업무

를�수행하면서�시작됐다. 

“KISTI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하 70여�개�기관의�해킹�공격과�징

후를�판별하는�업무를�하면서�너무�많은�인력이 투입되고�있다고�느

꼈습니다. AI를�기반으로�한다면�그보다�빠르고�정확하게�공격을�찾

아낼�수�있고, 인력�낭비를�줄일�거라�생각해�새로운�사업을�구상하게 

된�것입니다. 마침 AI를�통한�틈새시장을�찾고�있던�중이었고요. 저는 

와이즈넛이�가진�기술력으로�새로운 AI 시장을�개척할�수�있을�것이

라�확신합니다.”

AI로�무장할�보안�시스템

장정훈�연구소장에�따르면, 네트워크�보안업체가�해킹�여부를�판단

하는�데 ‘페이로드�데이터(망을�통해�전송되는�정보) 분석’이라고�한

다. 해당�정보에서�특정�단어가�어떤�빈도로�출현했는지, 관련�데이

터들을�하나하나�특징화해�해킹�공격을�받았는지�아닌지를�판단하

는�것이다. 이�분석�방법은�각�보안업체마다�서로�다른�방법으로�구

축하고�있다. 

이에�장정훈�연구소장은 KISTI로부터�이전받은 AI 자동화�플랫폼은 

다양한�모델을�구축할�수�있어�유용하다고�말했다. 특히�시공간�특징

을�추출하는�측면에서�강점이�있다고�봤다. 사용자가�입력한�데이터

의�시공간�정보를�표현하는�상관특징을�제한�없이�정의하거나�추출해 

�와이즈넛
with�

사이버보안관제

활용할�수�있어�사이버�공격과�같이�복잡하고�정형화되지�않은�행위 

정보를�학습하는�데에�뛰어나다는�것이다.

“AI를�활용한�보안�시스템�개발은�저희에게도�처음이고�큰�도전이지

만�공격과�해킹�판별을 AI로�접근하려는�시도가�곳곳에서�행해지고 

있어�저희에게�좋은�성장�기회가�되리라�생각합니다. 특히�저희가�보

유한�국내�최고의�정보검색�기술�전문성과�다양한 AI 분야�실전�경험

을�바탕으로 KISTI와�협력함으로써�사이버�안보�분야�전용 AI 솔루션 

제품을�선도할�수�있을�것으로�봅니다.”

와이즈넛의�권준성 AI 플랫폼팀장은 “보안�시스템이 AI를�사용한다

고�해도, 해커들�역시 AI를�활용한�신규�해킹�방법을�찾아내고�있다”

며 “그만큼�해킹을�방어하는�입장에서�기존에�알려지지�않은�공격패

턴을�예측해�대응방안을�생성하는�것이�중요하며, 이런�이유에서 AI 

기반의�사이버�보안�시스템은�꼭�필요한�것”이라�말했다. 가보지�않

은�길을�걷는�와이즈넛과�그�길을�함께�헤쳐�간 KISTI. 이들의�멋진�콜

라보를�응원한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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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환경은�전투에서�승패를�좌우하는�중요한�요소�중�하나다. 가

령, 전투�중�비나�눈이�심하게�내린다거나�구름이�몰려들�경우�전투

에서�큰�방해�요소로�작용할�수�있다. 따라서�군사�작전에는�임무를 

완수하기�위한�최적의�기상�조건을�예측하는�일이�중요하다. 기상에 

따라�작전�실행�여부가�결정되고, 정도에�따라서는�작전에�사용되는 

무기까지도�달라질�수�있다. 대한민국�공군기상단은�군사�작전에�관

한�기상�파악을�위해 24시간 365일�기상�정보를�생산하고�연구한다.  

write�photo��편집팀

기상�정보�수집부터�지원까지, 전군�기상업무�지원

대한민국�공군기상단은 1950년 6.25전쟁�당시�전군�유일의�기상�전문 

부대로�창설됐다. 현재는�계룡대와�비행단, 산악�기지들에서�약 700여 

명의�기상요원들이�군사�작전을�위한�맞춤형�기상�정보를�생산하고�있

다. 이들의�기상�분석�능력은�그�실력을�인정받아 2006년부터�한·미�연

합작전�수행에�필요한�한반도�전국�기상지원�임무를�미군으로부터�환

수해�주도적으로�기상�예보를�생산·지원하는�역할을�수행한�바�있다.

기상�관측, 데이터�분석, 예보�생산, 지원이라는�사이클에�따라�지상관

측장비, 고층관측장비, 대기분석장비, 위성·레이더�등으로부터�기상 

정보를�수집하고�변화�과정을�예측·분석한다. 이에�따른�수치예보�모

델�결과를�종합해�주간�기상�예보를�생산하고�기상이�작전에�미칠�영

향을�판단해�지원하기도�한다. 이러한�일련의�과정을�거쳐�생산되는

‘작전기상자료’는�공군�비행단을�비롯한�국방부, 합참, 작전사�등�전군

의�작전�부서에�전달된다.

“공군기상단은�전시, 평시�작전에�임하는�지휘관에게�정확하고�다양한 

기상�정보를�시기적절하게�제공합니다. 국방�전�분야에�걸쳐�임무별�맞

춤식�기상�정보�지원체계를�구축하는�등�전문적인�기상�정보�생산과 

사용자�중심의�기상�정보�지원을�통해�국방�차원의�기상�업무�수행에 

기반이�되는�역할을�하고�있다고�생각합니다.”

공군기상단�기균도�단장은�공군기상단의�필요성과�막중한�임무에�대

해�강조하며, 동시에 KISTI의�슈퍼컴퓨팅�인프라가�꼭�필요하며�많은 

도움이�되고�있다고�말했다. 보다�정확한�정보와�분석을�위해서�슈퍼컴

퓨터가�필수적이라는�의견이다. 실제로�공군기상단의�기상�환경�관측 

및�예보에는 KISTI 슈퍼컴퓨터가�지속�활용되어�오고�있다. 무려 30년

에�가까운�시간�동안�협력해왔다.

슈퍼컴퓨터�활용한�작전�기상�수치예보�모델

정확한�기상�분석을�위해서는�아시아와�한반도�지역의�미래�기상을 

예측하는�수치예보모델, 자동분석장비, 3D 작전기상분석체계�등�네

트워크�인프라를�통한�실시간�기상정보�수집과�높은�계산�성능을�구

비한�슈퍼컴퓨팅�환경을�갖춰야�한다. 

“작전지휘�결심권자부터�임무�수행자까지�다양한�분야의�사용자�요

구에�부합하는�맞춤형�작전�기상�지원은�물론�위험�기상에�대해�보다 

선제적으로�대응하기�위해 AI 기반의�초단기�예·경보�체계�구축이�필

요한데, 이를�위해서는�빅데이터, AI 기술이�요구됩니다. 이런�측면에

서�우리�공군기상단은 KISTI로부터�큰�도움을�받고�있는�것입니다.”

KISTI가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원장� 이병권) 산하� 시스템공학

연구소(SERI) 소속이던 1990년대�초부터�공군기상단은�슈퍼컴퓨터

1호기인 ‘CRAY’를�활용해�수치예보�모델을�운영했다. 2013년부터�공

군기상단과 KISTI 간�업무�협력에�관한�합의서가�체결된�이후부터

는�공군기상단의�업무�수행에�필요한�인프라와�전문기술�공유, 세미

나�공동�개최, 상호�방문�행사�등�다양한�업무�협력이�본격적으로�이

뤄졌다. 

최근에는�슈퍼컴퓨터 5호기�누리온까지 KISTI 슈퍼컴퓨터를�활용한 

수치예보�모델을�공군이�보유한 HPC(고성능컴퓨팅시스템)와�병행

해�보다�정확한�기상예보�생산과�작전지원에�활용하고�있다. 기균도 

단장은 “비록�공군기상단의�규모는�작지만�미군, 기상청�등에�비해서 

결코�떨어지지�않은�수치예보�모델�운영�능력을�구비할�수�있었던�이

유가�바로�이러한�협력�체계가�있었기�때문이다”라고�말했다.

KISTI-공군, 미래�선도�성장파트너�기대

공군기상단은�올해 KREONET(초고속연구망)을�활용해�공군기상

단과�기상청�간의 ScienceDMZ(이하 ‘SDMZ’)를�구축했다. SDMZ는 

군사 작전 맞춤형

기상정보 생산!

공군기상단�기균도�단장

과학�및�고성능컴퓨팅�분야의�초고속�대역폭�요구를�충족하도록�설

계된�네트워크�인프라다. 이를�통해�기관�간�고속�네트워크망에서 

기상�자료를�빠르게�송수신할�수�있다.

“KISTI 과학기술연구망센터의�적극적인�협조로, 기상청과�공군기

상단�간의�첫�번째 SDMZ가�구축됐습니다. 고품질의�기상�정보를 

상호�공유할�수�있게�되어�보다�나은�기상업무�수행�환경을�구축할 

것이라�기대됩니다. 특히�이는�빅데이터�활용�기관�간�협업�사례로

서�국민�생활�서비스부터�국가방위에�기여하는�시너지�효과를�창

출한�것이라�의미가�크다고�봅니다. 향후 KREONET을�활용해�한

미�공군�간�기상정보�교환을�위한�네트워크�구축�작업도�진행할�예

정입니다.”

KISTI 슈퍼컴�누리온의�자원을�활용한�공군�수치예보�모델의�운행�시

간�단축과�최적화를�위한�공동�연구는�기균도�단장의�꿈�중�하나다. 

현재�공군기상단은 3군�작전�수행에�필요한�맞춤형�기상정보, 재난 

피해�최소화를�위한�태풍, 집중호우, 뇌우�등�악기상�조기�탐지�및�지

원�등�여러�과제를�당면하고�있다.

“이를�위해서는�고해상도�수치예보�모델�운영과�생산�자료의�재가공

이�필요하며, KISTI의�전문가들과�기술�협력이�절실한�상황입니다. 현

재 KISTI가 보유하고�있는�빅데이터�처리, GPU 활용기술, 딥러닝�기

술�등의�기술�협력과�공유를�통해서�공군과 KISTI가�스마트한�대한민

국의�미래를�주도하는�파트너로�성장하기를�기대합니다.”    K

공군기상단�
with�슈퍼컴퓨터

1  누리온�활용�성과에�대해�이야기�중인 KISTI 최희윤�원장과�공군기상단�기균도�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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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R&D 현황과�혁신�주체�동향

정부의 R&D를�위한�투자는�매년�최근�큰�폭으로�확대되고�있으며, 특

히�국가균형발전과�지역산업�및 R&D 역량�강화를�위한�지역 R&D 투

자는�더욱�확대되는�추세이다. 그러나�지자체의 R&D 예산�투입은�낮

은�재정자립도�등의�문제로�인해�아직�중앙정부에�대한�의존도가�높

다는�한계를�보인다.

중앙정부�중심의�지역 R&D 혁신은�지역�수요�및�정보에�기반한�유연

한�정책이�수립되어야�하지만, 지역�상황만을�반영한�정책수립은�쉽

지�않은�상황이다. 정부가�추진하고�있는�과학기술�기본계획, 지방과

학기술진흥�종합계획�등에�포함된�지역 R&D 혁신�정책들에는 ‘지역

주도 R&D’와 ‘지역�혁신�주체의�역량’ 등이�중요�의제로�부각되고�있다.

지자체는�지역 R&D를�위한�싱크탱크�및�지역 R&D 조사분석�기반을 

구축하는�등�독자적인 R&D 기획�역량을�확보하여�지역주도 R&D를 

추진하고�중앙정부가�지원하는�형태의�새로운�지역 R&D 정책을�추

진하고�있다. 더불어�지역 R&D 혁신�주체인�대학, 연구기관, 공공기

관�등의�역할�정립�및�연구역량을�강화하고, 지역 R&D 수요에�기반한 

고급�인력양성을�추진하고�있다.

지역 R&D 혁신�정책과�역할의�재정립�필요

지역 R&D를�주도하고�있는�혁신�주체들로�테크노파크, 과학기술진

흥센터, 연구개발지원단�등�지역혁신체제(RIS, Regional Innovation 

System) 기관과�출연(연) 지역조직, 전문(연) 등�국가혁신체제(NIS, 

National Innovation System) 기관이�전국적으로 300여�개가�분포

되어�있다. 이들은�지역특화산업�육성�및�기업역량�제고를�위한�기술

개발, 시험�및�시작품�제작지원, 인증�및�평가지원과�최근�들어�지역

주도�지역혁신�시스템�확립을�위한�자체 R&D 투자, 기획�및�지역�역

량�강화의�역할도�강조되고�있다.

출연(연) 지역조직도�지역의�기술혁신역량�강화와�지역�기반�융합�신

산업�창출�및�지역�사회문제�해결과�지역의�혁신성장을�위한�역할을 

강화해야�한다. 이를�위해�출연(연) 지역조직은�지역R&D 혁신기관

과의�협력�체제를�강화하고, 출연(연) 지역조직�간의�협력을�통해�지

역 R&D 혁신에�기여할�수�있는�대응�체제�구축이�선행되어야�한다.

1  지역별�연구개발�투자�현황 (위)지역별�국내�총�연구개발�투자�비중 (아래)지역별 
정부�연구개발�투자�비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KISTI ISSUE BRIEF 제22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지역주도 R&D 활성화 방안

지역�R&D�혁신주체의�역할�중심

KISTI는�코로나 19 감염병�확산�및�수출�규제로�인한�경제�위기�등을�대응하기�위한�지역주도 R&D를�활성화할�수�있는 

전략적�방안을�제시한 『KISTI 이슈브리프』를�발간했다. 지역주도 R&D 활성화를�성공적으로�추진하기�위해 출연(연) 

지역조직을�포함한�지역 R&D 혁신�주체의�역량�강화�및�역할�재정립과�관련된�과제를�중심으로�살펴본다��

아울러 코로나 19 감염병�만연�시대에�대응하기�위한�과학기술�기반의�지역�경제�활성화�방안을�살펴본다.

write�photo��편집팀

지역기업의�융합기술�수요, 과학기술�기반�지역�사회�및�현안�관련 

지역�수요�등을�지속적으로�발굴·해결을�위해�출연(연) 지역조직

과�본원의�연구�성과와�역량을�연계�활용하는�적극적인�활동도�필

요하다.

지자체도 R&D 예산집행에�대한�투자�결정권�확대�등�지역주도 R&D 

혁신을�추진하는�리더십을�발휘하여, 출연(연) 지역조직이�지역 R&D 

혁신체제에�참여할�수�있는�환경�조성도�필요하다.

코로나19로�인한�과학기술기반�지역�경제�활성화�방안

코로나 19로�인한 경제적�위기상황이�지속되고�있는�상황에서, 포스

트�코로나�시대를�대비한�경제�활성화�정책이�적극�추진되어야�한다. 

정부는�정부연구개발�투자�방향�및�기준에서도 ‘포스트�코로나�시대

의�대응역량�강화’를�위한�연구개발�투자�방향을�추가하였다.

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서�단기적으로는�경제적�어려움을�겪고�있

는�지역�기업이�지역 R&D 혁신�주체가�보유한�전문인력과�과학기술 

인프라�활용을�확대하는�방향으로�지원�정책을�추진한다. 중장기적

으로는�코로나 19 이후�산업변화에�대응하는�과학기술 R&D 중심의 

중장기�정책�수립과�지속적인�사업화�지원이�강화되어야�한다.

테크노파크�등�지역혁신체제의�주요�기관�및�과학기술정보협의회

(ASTI)를�중심으로�하는�다양한�산업�분야의�혁신기업과의�협력�체

제를�운영하고�있는 KISTI의�지역조직도�위기의�지역�경제�활성화�및 

지역주도 R&D 활성화를�위해�다양한�노력을�추진하고�있다. 이처럼�

KISTI는�지역에서�발생하는�데이터�기반 R&D의�수요에�대응하기�위

한�기반�연구를�강화하고�있다.

코로나 19로�인한�경제�위기�해소를�위해�기업정보, 수출입정보, 글

로벌�가치사슬�정보�등�지역산업�관련�분석�정보를�제공하여�효율적

인�지역�산업정책�의사결정을�지원하고�있다. 코로나�사태로�인한�글

로벌�가치사슬의�붕괴, 보호무역주의�강화, 리쇼어링�등의�경제환경 

변화와�방역·보건산업, ICT 기반�비대면�산업, 청정가전�산업�등�포스

트�코로나�시대의�유망�산업에�대한�기업의�정보�수요에�대한�직접적

인�지원�등을�강화한다.

KISTI 최희윤�원장은 “코로나 19 위기�극복을�위한�과학기술�기반�지

역경제�및�지역주도 R&D의�활성화를�위해, 최근�어려움을�겪고�있는 

지역�중소기업에�기술�및�정보지원, 데이터�기반의�지역 R&D 역량�강

화�및�지역�산업정책�의사결정�등에�대하여 KISTI 지역조직을�중심으

로�적극적으로�지원하겠다.”라고�밝혔다.  K

수도권 지방 대전

지역별�정부�연구개발�투자�비중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41.0%
39.0%
37.0%
35.0%
33.0%
31.0%
29.0%
27.0%
25.0%

40.2%

30.3%

29.5% 30.0% 30.6%
28.9% 28.9%

33.3% 34.5% 35.1%
33.2%

36.7%

34.9%
36.0%

37.8%

지역별�국내�총�연구개발�투자�비중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80.0%
70.0%
60.0%
50.0%
40.0%
30.0%
20.0%
10.0%

0.0%

67.4%

22.7%

9.9% 10.1% 10.5% 9.8% 9.3%

22.6% 23.4% 21.5% 20.9%

67.3% 66.2% 68.8%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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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학습을�통한�치매�예측�데이터�처리�기술은

크게�두�가지�방식의�치매�예측연구가�바탕이�됩니다. 첫�번째는�진

료�내역을�기반으로�한�연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한국인

의�의료�기록이�담긴�다양한�주제의�코호트�데이터를�제공하고�있습

니다. 이�중에서�노인�코호트�데이터를�활용하여�한국인�환자들의�치

매�증상을�유형별로�분석하고, 여기에�개개인의�병력을�대입함으로

써�개인별�치매�패턴을�파악합니다. 연도별�병력이나�건강검진�결과 

정보, 의료�진료�기록�등�다양한�데이터를�분석하고, 이와�함께�환자

별로�나타나는�다양하고�유의미한�자질을�종합적으로�살펴보는�과

정입니다.

두�번째는 IoT 센서를�기반으로�한�생활능력정보�분석�연구입니다. 

스마트폰과�스마트워치를�통하여�활동�정보를�감지하고, 집안에�각

종 IoT 센서를�부착하여�생활능력의�변화를�분석하는�등�치매�예측과 

관련된�여러�일상생활�정보를�분석합니다. 생활능력을�분석하는�항

목은�요리, 집안일, 문단속, 가전제품�사용, 몸단장, 그리고�약�복용�행

태로�실제�의사가�진료할�때�사용하는�질의�항목과�동일합니다. 이로

써�의사가�환자를�진료할�때에�환자나�가족의�주관적인�답변에만�의

존하지�않고�실제�그의�생활능력�변화를�확인하여�보다�정확한�진단

을�내릴�수�있습니다. 이러한�두�가지의�연구�결과를�조합하여�치매의 

진행을�실시간으로�모니터링하고�질환이�악화되는�시점을�예측하여 

최적의�시기에�치료가�가능하게�됩니다.

기술의�주요�특징은  
생물학적�유형별로�세분화된�치매�예측모델의�기초가�된다는�점입

니다. 남성과�여성은�치매�위험인자가�다릅니다. 심지어�정반대입니

다. 남성은�저체중, 여성은�비만이�치매의�주원인이라고�합니다. 이처럼 

더 미리 더 멀리, 

데이터로 치매와 멀어지기

기계학습을�통한�치매�예측�데이터�처리�기술

개인�및�가족의�진료�내역, 생활�패턴의�변화, 기존�연구에서�밝혀낸�지식들을�토대로�치매�질환에�관한 

진료나�치료약을�복용할�최적의�시기를�예측하는�기술이다. 현재�치매�질환에�대한�처방약은�치료제가 

아니고�증상의�악화�속도를�늦추는�약이다. 이런�현실에서�가장�중요한�것은�최적의�시기를�찾아�그�시기에

 치료를�시작하고, 약을�복용하는�것이다.

interview��미래기술분석센터�전홍우�박사����photo��편집팀

데이터분석본부�미래기술분석센터�전홍우�연구원은�고려

대학교에서�컴퓨터학과�학·석사�과정을�밟은�뒤, 동경대학

교�컴퓨터과학�박사�학위를�취득했다. 이어�일본�산업기술

종합연구소(AIST), 생명과학�데이터베이스�센터(DBCLS)에

서�재직한�후, 2009년 KISTI에�입사, 2015년 KIST 주관의�치

매DTC융합연구단에�파견되었다. 현재�연구단�활동�중 KIS-

TI 담당�세부�과제2의�과제�책임을�맡고�있으며, 생명공학�분

야�자연어처리�연구와�유망기술�발굴�연구를�겸하고�있다.

전홍우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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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유형별�치매�위험인자가�다르기에�그에�맞는�치매�예측모델이 

필요합니다. 현재�저는�본�기술로�한국인의�성별, 연령대, 소득, 지역

별로�유형을�구분하여�치매�조기예측모델을�개발하고�있습니다. 

본�기술을�통해�세분화된�유형별로�치매�위험인자를�파악함으로써 

기존�연구들을�검증하고, 새로운�위험인자를�발견할�수�있습니다. 나

아가�개인의�병력�정보를�대입하면�노인�코호트�데이터에서�유사한 

유형을�찾아�치매�패턴을�분석하여�개인별�치매�발병�시기를�알맞게 

예측할�수�있습니다. 

또�중요한�특징은�모든�연구가�생물학적�실험을�거치지�않고�노인 

코호트�데이터의�의료기록�데이터만을�이용했음에도, 기존의�생물

학적�실험이나�의료�이미지를�통한�결과와�대등한�결과를�제시했다

는�점입니다.

치매를�주제로�연구하게�된�계기는  
첫째로� 치매라는� 질환이� 가진�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치매� 이전

에� 나타나는� 증상인� 경도인지� 장애는� 일반적으로� 의사가� 환자

의� 인지능력, 신체능력, 생활능력을 Mini-Mental State Examina-

tion(MMSE), Consortium to Establish a Registry for Alzheimer’s 

Disease(CERAD)와� 같은� 문진� 검사를� 통해서� 진단합니다. 검사관

들이�주관적으로�점수화한�지표를�기준으로�의심�환자나�주변인의 

답변에�의거하여�진단�여부를�판단하는�것입니다. 이는�객관적이지 

않기�때문에�보완해야�한다는�전문가�의견이�많습니다. 그리고�사람들

은�건망증이�심해지면서�치매일지도�모른다는�불안감(주관적�인지

장애)에�사로잡혀�진료가�필요하지�않은�시기에도�병원을�자주�방

문한다고�합니다. 저는�이런�불확실성을�줄이는�데�기여하고�싶었

습니다.

또�비전공자로서�치매를�정복하는�일에�도전하고자�했습니다. 저를 

비롯하여�본�과제에�참여하는 KISTI 연구원들은�모두�해당�분야�전공

자가�아닙니다. 저희는�데이터가�주는�사실만을�분석하여�미래를�예

측하는 Data Scientist일�뿐입니다. 본�연구를�통해�저희가�수행한�일

은�모든�공공데이터와�각종�센서로부터�수집한�개인�생활습관�데이

터를�지식화하여�보다�객관적인�예측모델을�만듦으로써�전공자가 

아니어도�치매�환자가�의사를�찾아갈�최적의�시기를�제시하는�일인

데, 비전공자로서의�꼭�해내고픈�도전이었습니다.

기술을�개발하면서  
대학원생일�때부터�지금까지�생명공학�분야에�자연어�처리를�적용

한�연구를�지속해�온�경험이�많은�도움이�되었습니다. 특정�질병에�대

한�논문을�분석하여�새로운�원인과�치료법을�찾는�연구를�수행하며 

위암, 전립선암, 유방암을�연구한�바�있는데, 이러한�경험과�경력이�좋

은�원동력이�된�것입니다.

물론�예상하지�못한�문제점을�겪기도�합니다. 처음으로�사람을�직접 

만나며�연구를�수행하기에�다양한�어려움이�있습니다. 일례로, 독거

노인�가정에�방문하여�데이터�수집�센서를�설치해�놓았는데�어르신

들이�장비�전원을�차단하고�이동시켜�놓아�몇�번의�시행착오를�겪었

습니다. 우여곡절�끝에�데이터를�수집하게�되었으나�또�다른�문제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연구에�도움이�되고자�참여하셨지만, 장기간 

감시당하는�기분에�불쾌감을�호소하시는�분들이�늘어났습니다. 이

런�분들의�마음을�풀어드리기�위해�감시가�아니라�치매�예방을�위

한�실험이라는�점을�자주�상기시켜�드리고, 동시에�친밀감을�높이

고자�매일�안부�인사도�드리고�음료나�간식을�챙겨가�대화를�나누

기도�했습니다.

더불어�기술�상용화를�위한�다양한�계획을�추진하고�있습니다. 현재 

여러�하드웨어�업체, 소프트웨어�업체와�과제�상용화를�계획하고�있

으며, 고려대학교�병원과�강북구�치매안심센터와�공동연구를�진행하

고�있습니다. 특히 1~2년�정도가�아니라�보다�장기적인�추적관찰을 

통해서�수집된�코호트�데이터가�반드시�필요하여�병원, 치매안심센

터�등�파트너의�긴밀한�협조가�절실한�상황입니다. 병원�및�환자분들

의�협조�아래�해당�데이터가�지속적으로�수집될�수�있다면, 기술이�보

다�안정되어�널리�활용될�것이라�기대합니다. 

저의�향후�목표는  
어떤�주제의�과제를�수행하든�지식의�굴레를�벗어나�다양한�데이터

를�융합할�수�있는�연구를�수행하는�것입니다. 자연어처리�전공자로

서�모든�연구를�텍스트에�국한하여�연구를�진행해�왔기에, 텍스트만

으로도�그�안에�담긴�지식을�기반으로�예측할�수�있는�내용이�무궁

무진하다고�믿고�있습니다. 다만, 연구�대상을�텍스트�이외의�데이터

로�확장하기를�두려워하여�유용한�데이터를�활용하지�못하거나, 상

용화하기�어려운�수준의�모델을�만들게�될�때에�자연어처리�기술의 

한계를�느낀�적이�있습니다. 

그러나�본�과제를�수행하면서�활용하는�데이터�범위를�논문, 특허�등

의�텍스트뿐만�아니라�생활능력, 영상, 음성�데이터까지로�확대함으

로써�스스로�각�데이터들의�가치를�확인하였고, 동시에�각�데이터

가�융합되어�시너지�효과를�내며�그�가치가�증폭된다는�점을�확인

할�수�있었습니다. 따라서�앞으로�어떠한�과제를�수행하더라도�무언

가에�국한되지�않고�다양하고�폭넓은�데이터를�융합한�연구로�진척

해�나갈�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Data Scientist가�해야�할�일이라�생

각합니다.   K

세분화된 유형별로 

치매 위험인자를 

파악함으로써 

새로운 위험인자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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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택트 엔지니어링을 위한 

HEMOS-Cloud

하나의�신제품이�탄생하기까지�수천�번의�설계, 실험, 시뮬레이션이�반복된다. 안전하고�편리한�완제품을 

개발하기�위한�시뮬레이션은�신제품의�경쟁력과�직결되는�중요한�과정이다. 일상생활�혁신에�깊이�관여하는 

모빌리티, 전자제품, 기계부품�등은�디지털�환경, 즉�가상세계에서�부품을�조합하고�시제품을�제작하는데 

제품�설계가�복잡할수록�부품이�많을수록�고성능의�컴퓨팅�환경을�요구하게�된다. 그만큼�기업에�많은�비용과 

시간이�크게�요구되는�터. KISTI는�중소규모의�기업들이 KISTI로부터�기술을�지원받아�시뮬레이션을�쉽고 

편리하게�하도록�돕는 M&S(Modeling and Simulation) 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 ‘HEMOS-Cloud’를�개발했다.

write�photo��가상설계센터

Service Review

HEMOS-Cloud 소개

HEMOS-Cloud는 KISTI가�개발한�클라우드�서비스�플랫폼으로�중

소·벤처기업이 M&S 소프트웨어와� 고성능� 계산� 서버, 슈퍼컴퓨터

를�활용해�제품�및�기술을�모델링하고�시뮬레이션하는�것을�돕는

다. 중소·벤처기업의�연구자는�자신의 PC에서�웹�브라우저를�이용

하여 HEMOS-Cloud에�접속하여 KISTI가�제공하는 M&S 소프트웨

어와�계산�자원을�시공간의�제약�없이�활용할�수�있다. 이처럼 HE-

MOS-Cloud는�포스트�코로나�시대의�중소·벤처기업을�위한 ‘언택

트�엔지니어링�플랫폼’이라�할�수�있다.

구축�배경과�목적

M&S를�활용하면�신제품�개발에�필요한�시간과�비용을�획기적으로�줄

일�수�있다. 그러나�우리나라�중소기업이�신제품�개발�과정에서 M&S를 

활용하는�비율은�약 8%로�미국의 56%에�비해�현저히�낮은�수준이다. 

즉, 신제품의�설계와�물리적�실험에�많은�시간을�소비한다는�것을�의미

한다. 기술이�급변하는�시대에�시장진입시간(TTM, Time To Market)이 

길어져�그만큼�제품�경쟁력이�낮아지고�시장�선점의�기회를�놓칠�수�있

다. 우리나라�중소·벤처기업의 M&S 활용률이�낮은�가장�큰�이유는�고

가의�소프트웨어와�컴퓨팅자원, 전문�기술�인력의�부족을�꼽을�수�있

다. HEMOS-Cloud는�자금력과�기술력이�부족한�중소기업이나�벤처기

업들의 M&S 진입장벽을�낮추고자�개발하기�시작했다. 우리나라�기업

이�가장�선호하는 M&S 소프트웨어를�웹이라는�접근성이�높은�방식을 

이용하여�고성능�서버와�슈퍼컴퓨터를�쉽고�편리하게�활용할�수�있도

록�제공하는�것이다.

1  HEMOS-CLOUD 제공 M&S 소프트웨어 
https://hemos-cloud.kisti.re.kr

HEMOS-Cloud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중소·벤처기업을 위한 

‘언택트 엔지니어링 플랫폼’

이라 할 수 있다.

HEMOS-CLOUD

로그인

로그인 사용�신청

사용자 ID

비밀번호

1



장점과�우수성

HEMOS-Cloud는�접근성, 편의성, 활용성, 성능, 보안성�등�주요한�기

준들을�다각적으로�고려하여�개발되었다.

•접근성: HEMOS-Cloud의�목적�자체가 M&S 활용�확산이기�때문에 

접근성이�좋아야�한다. 따라서�웹�기반으로�개발되었으며, 간단한�가

입과�승인�절차를�거치면�누구나�활용할�수�있다. 

편의성: M&S는�복잡하고�어려운�과정인데�이를�쉽고�편리하게�풀

어내야�한다. 그래서�단순한�메뉴�구조, 가상�데스크톱(VDI, Virtual 

Desktop Infrastructure) 방식의�소프트웨어�활용, 워크플로우�방식

의�메뉴�등을�채택하였다.

•활용성: 우리나라�중소·벤처기업이�가장�필요로�하는 M&S 소프트

웨어를�선별하여�제공하고�있다. OpenFOAM과�같은�오픈소스�소프

트웨어뿐만�아니라 ANSYS 등의�상용�소프트웨어를�제공하고�있으

며, KISTI에서�자체적으로�개발한�구조해석�전용 HEMOS-Structure, 

유체해석�전용 HEMOS-Fluid 등을�제공한다. 또한, 28명의�동시�사용

자를�수용할�수�있으며, 고급�사용자를�위한�메뉴도�별도로�제공한다.

•성능: 30노드, 704코어 CPU, 300TB의�스토리지�규모의�자체�클러

스터�시스템을�구축하였으며, 세계 17위�규모의�슈퍼컴퓨터�누리온

이�연동되어�있어�중소규모�시뮬레이션부터�대규모�시뮬레이션까

지�수용할�수�있다.

•보안성: 기업�데이터의�보안을�위한�침입방지시스템(IPS)과�침입

차단시스템(방화벽), 사용자�데이터�백업을�위한�백업�서버와�스토리

지를�구축하여�적용하고�있다.

특히�주목해야�할�것은 HEMOS-Cloud의�협업�기능이다. M&S 소프

트웨어�활용에�익숙하지�않은�이들이�설계�및�시뮬레이션�과정(화면)

을�전문가와�공유하면서�도움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고�있다. 일명 

언택트�엔지니어링�기능으로, 사용자가�비대면�온라인으로�화면�공

유, 음성�및�문자�채팅�등을�통하여�기술지원을�받을�수�있도록�한다.

이용�현황

제조기업(93개), M&S전문�기업(12개), 대학(17개), 연구소(11개) 등 

133개�기관에서 5,848건의 M&S를�활용(’18~’19년�기준)했다. 이용

자�수는�시범서비스를�시작한 ’17년에 95명에서 ’20년 4월 254명으

로 2.7배�증가했다. 또한, M&S 작업�건수도�매년�증가하여�올�연말에

는�목표인 3,600건을�초과�달성할�것으로�예상된다. 

대표적인�활용사례는�다음과�같다. 대우위니아는�에어컨�실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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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청정기, 헤어드라이어, 밥솥, 의류건조기�등의�가전제품을�개

발하기�위해�활용하였고, 코웨이는�직수형�정수기, 비데�등을�개발

하기�위해 HEMOS-Cloud를�활용하였다. 더불어 NVH Korea, 동남테

크, 버추얼모션�등에서는 HEMOS-Cloud를�활용하여�자동차�부품이

나�기계�장치�등을�설계하고�개발하였다.

KISTI의�노력

M&S 클라우드�서비스에�있어�무엇보다�사용자들이�요구하는�소프

트웨어를�확보하는�것이�중요하다. KISTI는�국내 M&S 소프트웨어�시

장의�약 60%를�차지하는 ANSYS를 HEMOS-Cloud에서�서비스하기 

위해 ANSYS Korea와 MOU를�체결하고�전략적�파트너�관계를�맺었

다. 이를�통해�국내�중소·벤처기업은 HEMOS-Cloud로 ANSYS 계열

의 Fluent, CFX, Maxwell 등과�같은�소프트웨어를�활용할�수�있게�되

었다. 

또한, M&S 소프트웨어�교육을�추가�연계했다. 몇몇�기업의�연구자

들은�소프트웨어�라이선스를�가지고�있지�않아 M&S를�활용할�수�없

어�문제를�겪었다. 이에 KISTI는 M&S 소프트웨어�활용�교육�시 HE-

MOS-Cloud를�이용하도록�하고, 교육생이�연구�현장에서�본�서비스

를�지속�활용할�수�있도록�돕고�있다.   

앞으로의�목표

향후�보다�높은�수준의�보안을�위해�웹�방화벽을�구축할�예정이며, 

협업�기능을�보완하여�언택트�엔지니어링이�효과적으로�수행되도록 

보완할�예정이다. 국내�제조기업의 M&S 활용률이�현재 8% 수준에서 

50% 이상이�될�때까지�현장의�수요에�부응하는�기능을�활발히�개발

하고�지원하고자�한다.

함께�살펴볼�동향

M&S 관련� 국내� 서비스로는 KISTI의 HEMOS-Cloud와 eTSNE의 

M&S 클라우드�서비스가�대표적이다. HEMOS-Cloud는 2017년�국

내�최초의�슈퍼컴퓨팅 M&S 클라우드�서비스며, 이후 2018년�태성에

스엔이에서 eTSNE라는�아마존 AWS를�기반으로�하는 ANSYS 소프

트웨어�전용의�클라우드�서비스를�시작했다. 

국외에는 Rescale, UberCloud, Simscale, CPU24|7, NIMBIX 등의 

M&S 클라우드�서비스가�활발히�운영되며, AWS, Azure 등의�퍼블릭 

클라우드�자원을�활용하거나�자체�구축�컴퓨팅자원을�활용하고�있

다. 전�세계에서�수행되는 M&S 작업�중�약 40% 이상이�클라우드�자

원에서�수행되고�있다는�통계가�있을�정도로, M&S 분야에서�클라우

드�컴퓨팅의�활용은�더욱�가속화될�것으로�전망된다.  K

2  워크플로우�방식의 M&S 시뮬레이션
3  HEMOS-CLOUD의�시스템�구조
4  HEMOS-CLOUD 활용사례
5  직수형�정수기와�비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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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공공수송�분야는 5G 네트워크와�함께�자율주행차의�수준도�향

상될�것이다. 신호등, CCTV, 도로, 가로등�등의�연결성이�점진적으로 

확대될�것이다. 차량�공유�서비스가�활성화되고�자율주행차가�발달

하게�되면�도로와�차량이�다양한�데이터들을�송·수신하며, 더욱�효율

적이고�안전하게�이동�환경이�구축될�것으로�판단한다.

자율�주행�관련해서는�안전성을�보장하기�위해서 1ms 미만의�지연 

환경이�되어야�서비스가�가능한데, 이�요구사항을 5G 네트워크가�만

족시켜�줄�것이다. 또한, 이동�환경을�안전하게�활용하기�위해서는�도

로와�철로에서�다양한�센서들과�차량간�데이터의�송·수신�활동이�더

욱�더�증가할�것으로�보인다.

5G 네트워크로�인하여�제품의�유통�정보와�공급�정보, 그리고�소비자

들의�구매�정보가�더욱�많이�생성, 교류될�것으로�판단된다. 이로�인

하여�제조사들은�고객들에게�더욱�개인화된�서비스와�제품을�제안

할�수도�있고, 유통채널을�건너뛰어�직접�고객에게�다가갈�수�있다. 

제조사-도매-소매�등이�이어진�가치�사슬간�데이터�연결과 IoT, 드론, 

그리고�무인�배송�등으로�인한�무인�점포, 배송·물류�혁신�등�점포�혁

신�등의�환경�변화가�나타날�것으로�판단된다.

이러한�변화�속에서�유통�산업은 5G 네트워크로�인하여�다양한�유통 

채널이�실시간으로�연계되고�고객들에게�일관된�유통경험을�제공하

는�옴니채널을�제공할�것이다. 이를�통해�고객에게�보다�나은�체험을 

제공하며�발전할�수�있다.

아울러�제조사들의�고객�접근성이�향상됨에�따라�유통의�본질인�서

비스/제품�제공사와�고객�간의�직접연결로�인하여�부가가치가�사라

져서�유통업�자체가�송두리째�사라질�수도�있다.

그리고 5G 네트워크�시대에서는�클라우드와�기기가 5G 네트워크�기

술�하나로�연결될�수�있다. 4G 네트워크까지는�노트북·스마트폰�등 

기기들에�제한되었던�연결이 5G 네트워크�단일�망으로�다양한 IoT 

기기들이�연결될�수�있기�때문이다. 또�다양한 IoT 서비스들이�자동·

자율적으로�동작되기�위해서는�관련한�수많은�데이터와�이를�운용

하는�알고리즘이�필요하다. 이러한�변화의�출발점은�데이터가�될�전

망이다.

우리나라�기업의�경우�기업의�인공지능�활용�지원을�위해�중소기업 

등이�인공지능�솔루션�구입�시�활용�가능한 ‘AI 바우처’ 들을�도입하

고, AI·데이터�기반�신제품·서비스�개발을�지원할�예정이다. 데이

터·AI 융복합과�활용에는�올해보다 250% 늘어난 1천400억원을�투

자한다. 이�예산으로는�실증�인프라, 데이터·AI 기술개발, 특화�창업·

보육�프로그램�등을�갖춘 AI 중심�융복합�단지를�광주에�조성한다. 

또한, 스마트�건설사업, 로봇사업�등�다른�산업으로의�융복합을�확

산한다.   K

40 Column ASTI Column 1 

5G는 우리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까? 

5G와 공공서비스

ASTI�수도권지원�백정열

공공서비스는�공공안전, 공공수송서비스�등의�다양한�분야로�나눌�수�있다. 먼저�공공안전�분야에�대해서 

언급하면 5G 네트워크와�더불어�더욱�촘촘하게�많이�설치되어�있는�센서들을�활용해�범죄, 화재, 수해�등을 

실시간으로�모니터링�할�수�있다. 아울러�실시간으로�감지된�안전적�문제들을�효율적으로�해결하기�위해 

향후에�로봇과�드론을�투입할 수도�있다. 또한, 응급차나�소방차가�현장에�가장�빠르게�도착할�수�있도록 

최적의�도로를�안내할�수도�있다.

* 본�칼럼은 ASTI(과학기술정보협의회) 칼럼�공모전의�수상작으로, 칼럼�내용은 KISIT(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의견과는�무관합니다.

1  5G는�네트워크와�함께�자율주행차의�수준도�향상시킬 것이다.
2  5G 네트워크는�단일�망으로�다양한 IoT 기기에�연결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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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약물, 하나의�타깃?

인공지능(AI), 자율주행차, VR(가상현실) 등등�다양한�최첨단�기술들

이�빠르게�발전하고�있다. 그러나�왜�신약개발은�속도가�크게�개선되

지�않을까? 이는�기본적으로�하나의�약물, 하나의�타깃이라는�패러다

임의�연구가�지속됐기�때문이다. 특정�질병을�치료하기�위한�특정�후

보물질�하나를�연구하는�것이다. 융통성이�없다고�느낄�수�있지만, 이

는�지난�수십�년간�신약�개발자들이�실현해온�패러다임이다.

그리고�이�가운데�새로운�패러다임으로의�전환을�이행하는�연구

자들이�늘어나고�있다. “우리가�연구한�이�후보물질이�다른�질병에

는�효과가�있을지�몰라”, “꼭�하나만�사용해야�할�필요가�있을까?”, 

“두�가지를�섞어�사용하면�어떨까?”와�같은�생각이�기존�패러다임

을�깨기�시작한�것이다.

하지만�후보물질을�다양하게�조합하거나�다른�질병에�적응한다는 

것은�그만큼�경우의�수가�늘어난다는�뜻이다. 즉, 계산하고�실험해야 

할�범위가�넓어지는�셈이다. 가능성을�늘려감과�동시에�성공률을�높

이고, 시간을�단축시키기�위해 ‘바이오�빅데이터’의�축적이�필수다.

급속도로�증가하는�바이오�빅데이터

빅데이터가�대두됨에�따라�바이오�분야의�데이터�역시�급속도로�증

가하고�있다. 2016년을�기준으로�미국국립보건원(NIH, National In-

stitutes of Health)에서�지원하는�유전체�관련�데이터베이스인 db-

GaP(database Genotypes and Phenotypes)에는�매년 20%씩�데이

터가�증가해�현재�약 120만�명의�개인별�임상�정보와�유전체�데이터

가�등록되어�있다. 이는�약 700여�개의�연구에�활용되고�있다.

또한, 2015년부터 NIH 과제에서�생산되는�데이터는�국립생물정보센

터(NCBI, National Center Biotechnology Information)에�제

출하고�있으며, 등록되는�유전체�데이터는�약 2년마다 2배씩�증가하

는�추세다.

데이터가�빠른�속도로�증가하며�관리비용�역시�증가하고�있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1년에 

유전체�빅데이터�관리비용으로�소요하는�예산만�약 4,000억�원이다.

2015년 PLOS Biology는 2025년�빅데이터�시대를�주도할�네�가지�항

목으로�유튜브와�트위터, 천문학�데이터�그리고�유전체�데이터를�꼽

았다. 예측에�따르면 2025년�유전체�데이터는�약 2,000PB~4,000PB(

페타바이트)에�이를�것이라고�한다. 많은�데이터를�저장할�공간과�이

를�관리할�비용을�확보하는�것도�관건이다. 

전염병을�막을�수�있는�희망으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양’도� 중요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질’도� 중요

하다. 미국과 EU 등은�국가적�차원에서�엄격한�품질관리를�통해�신

뢰성을�확보하고�이를�공유하고�있다. 현재 123개국이�국제커뮤니티 

RDA(Research Data Alliance)에�참여하고�있으며, 이를�통해�연구

데이터들은�기본적으로 ‘FAIR’라는�연구데이터�공개원칙을�따른다. 데

이터를�찾을�수�있고(Findable), 접근�가능해야�하며(Access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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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바이오�연구데이터�산업적�활용과�시사점, BioNpro 2020년 Vol.74, 김태형
바이오�연구데이터�현황과�활용방안, BioNpro 2020년 vol.74, 이병욱

신약개발은�긴�시간과�높은�비용이�필요하다. 신약을�개발하기�시작하고�판매가�되기까지�약 10년의�시간과 

1조�원의�비용이�필요하다고�한다. 하지만 10년과 1조�원을�투자한다고�해서�무조건�성공한다는�보장도�없다. 

후보물질�발굴, 독성검사, 임상시험�등�다양하고�복잡한�과정이�따른다. 사람에게�쓰이는�신약이기에�심사는 

더욱�엄격해야하고, 치료하기�어려운�질병일수록�원인은�복잡하기�때문이다. 그러나�최근�제4차�산업혁명의 

기술들이�빠르게�발전하는�가운데�바이오�빅데이터로�질병을�정복하는�시대가�오고�있다.

write��과학데이터스쿨

상호�운용성이�확보되고(Interoperable), 재사용이�가능해야(Re-us-

able)한다.

이를�원칙으로�각국�바이오�데이터베이스가�운영�중이며, 2020년 3

월�기준으로�미국이 1,307개의 DB로 1위를�기록하고�있고�중국이 

764개로 2위, 영국이 388개로 3위, 독일이 312개로 4위, 프랑스가 

211개로 5위를�기록했다. 우리나라는�약 123개의�바이오 DB가�개

발�및�운영되고�있다.

현재�각국의�바이오�데이터베이스�운영기관�및�기업은�제약사와�협

력을�도모하고�있으며, 딥�러닝(Deep Learning) 기술을�포함한�인

공지능�기업의�참여도�늘어나고�있다. 특히�지난 10년�간�새롭게�등

장하기�시작한�스타트업�기업들은�기존의�패러다임에서�벗어나�새

로운�데이터�활용을�통해�가능성을�발굴하고�있다. 또한, 미국의 ‘국

가�암�문샷(National Cancer Moonshot)’과�같은�초거대프로젝트

도�진행하고�있다.

현재�전�세계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이�퍼져

나가며�팬데믹(Pandemic)이�선포된�상황이다. 우리나라를�비롯해 

각국에서�치료제와�백신, 진단키트�등�연구가�이뤄지고�있다. 

하나하나의�데이터가�모여�세상을�아픔에서 

벗어나게�해줄�치료제의�기반이�되길 

기원한다.   K

BIO BIGDATA

바이오�빅데이터로�여는�

질병�정복의�시대

현재 각국의 바이오 데이터베이스 운영기관 및 

기업은 제약사와 협력을 도모하고 있으며, 

딥 러닝(Deep Learning) 기술을 포함한 

인공지능 기업의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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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롱나무꽃�가득한�정원을�품고�있는, 칠곡(왜관)

‘왜관’은�이름처럼�조선시대에는�일본인을�위한�왜관이�설치되었고, 

미군보급기지도�있었을�만큼�낙동강�수운의�항구이자�전략적�요충

지였다. 새벽녘�비가�그친 ‘왜관역’을�나와 ‘왜관시장’에서�요기를�한 

후, 여전히�검은�화차�그을음이�묻어있는 ‘구�왜관터널’을�지나�강가

로�나온다. 지금은 ‘호국의�다리’로�명명된 ‘칠곡왜관철교’는�한국전

쟁�당시�낙동강�전선을�지키려는�최후의�교두보로서�아픈�사연이�있

지만, 이제는�등록문화재로서�주민들의�인도�역할을�다한다. 왜관읍 

안쪽의 ‘묵헌종택’과 ‘동산제’를�찾아가다�보면�길가�곳곳에서부터 

배롱나무꽃들을�만날�수�있다. 고택�정원에는�여름철�만개했던�배롱

나무꽃들이�화려하지는�않지만, 여전히�진분홍빛을�자아내고�있다. 

또한, 다른�지역과�달리�왜관의�집집마다�석류, 대추, 모과�등의�열매

들이�주렁주렁�색색으로�더욱�풍성한�가을을�기대하게�한다. 이�지

역�고택들은 ‘삼가헌’처럼�집�앞에�작은�연못과�연꽃들이�배롱나무

꽃과�함께�하나의�완성된�정원을�이루고�있다. 배롱나무꽃과�연꽃이 

같이�피는�시기에는�더욱�멋진�장면이�연출될�듯하다.

걷기를�잠시�멈춰�대중교통을�알아봤지만, 오래도록�버스가�오지 

않아�다시�걷기로�한다. 예전�같으면�불편함과�조급함이�일었겠지

만, 왠지�모르게�마음의�여유가�생겨나�천천히�지난�일상을�돌아보

며�계속�걷다�보니 ‘매원마을’에�닿는다. ‘매원마을’은�광주�이씨�집

성촌으로�매화가�떨어진�모습을�닮았다고�하지만, 지금은�매화꽃이 

보이지�않는다. 다만, 고택들과�담벼락�사이로�배롱나무꽃이�예스

럽지만은�않은�화려함까지�보여준다. 또한 ‘박곡종택’, ‘해은종택’ 같

은�고택들은�과거에서�현대에�이르기까지�선비, 청렴, 독립운동, 한

국전쟁�등�다양한�이야기를�품고�있어�배롱나무꽃만큼�이야깃거리

가�화려하다. 반대쪽�마을�어귀에�자리한�연못에는�이미�져버린�연

꽃�몇�개와�이름�모를�보랏빛�꽃들마저�빛이�화려하다. 배차시간에 

맞춰�오지�않는�버스를�기다리며�동구밖길을�하릴없이�바라보니, 

생각했던�일반�버스가�아닌�소형�버스�한�대가�다가온다. 버스�요금

도�카드가�아닌�현금으로�내고�거스름돈은�동전�몇�개로�거슬러�받

는다. 와우! 이게�얼마�만인가.

진분홍빛 꽃구름 핀

칠곡(왜관) 속으로!

여름을�송두리째�앗아간�코로나19 때문에 ‘생활속�거리두기’는�다시 ‘사회적�거리두기’로�대응�수위가�강화되었다. 

독감�바이러스처럼�이제는�함께�살아가야�하는�숙명의�시대가�오는�것은�아닌가�할만큼�시원한�해결책은�가물가물하다. 

초가을에�들어선�지금, 시골�들판은�이미�황금색�물결을�준비�중이다. 그�속에서도�산속마다�진분홍빛�꽃구름이�듬성듬성 

피어난�곳이 ‘칠곡(왜관)’이�아닐까. 그�주인공은�바로�배롱나무꽃이다. 배롱나무꽃은�담양, 안동�등도�유명하지만, 

이맘때 ‘왜관’은�꽃과�건축물이�조화를�이루는�정원이�멀리�꽃구름처럼�곳곳에�펼쳐진다. 때가�때인�만큼�이웃과 

나의�건강과�코로나19 확산�방지를�위해�안전수칙을�충분히�준수하며, 사람들의�발걸음이�뜸한�시간대를�골라 

자연속�소로길을�걸으며 ‘칠곡(왜관)’ 속으로�들어가�본다.

write�photo��윤리경영실�이종설�실장



배롱나무꽃이�계속�어우러지는 ‘삼가헌’과 ‘가실성당’

읍내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의 ‘구성당’도�앞쪽의�배롱나무�한

그루가�성당을�더욱�화사하고�돋보이게�한다. 같은�장면이�연출되

고�있을 ‘가실성당’을�찾아간다. 버스에�올라�잠시�조는�사이 ‘가실

성당’을�지나쳐버렸다. 언제�올지�모를�버스이기에�산속이지만�바

로�내려�걷기로�했지만, 이미�너무�멀리�와�버렸다. 하지만�호사다마

일까. 여행�계획�목록에도�없던 ‘삼가헌’과 ‘낙빈서원’ 이정표가�마침 

보여, 아무런�정보�없이�숲속�길을�걸어�들어간다. 덜�유명한�곳인

지�코로나19 때문인지�인기척은�보이지�않고, 후손으로�보이는�관

리인만이�길가�낙엽을�깨끗이�쓸고�있을�뿐이다. 오랜만에�보는�탱

자나무�담벼락과�잘�익은�열매�뒤편으로 ‘삼가헌’ 설명을�읽을�수�있

다. 여기도�코로나19 때문에�안채, 사랑채, 별당�등을�비공개로�전환

하였다. 아쉬움에�돌아�나오려니�후손이�어렵게�왔으니�좌측�담벼

락을�따라�꼭�보고�가라고�귀띔해준다. 낮은�담벼락�너머�단풍나무

사이로�아름다운�한�폭의�정원이�펼쳐진다. 이�지역�전통�정원은 경

주�종오정처럼�소박한�연못�주변으로�배롱나무꽃과�수목들이�가득

하다. 자세히�들여다보면�시들어�버린�연꽃과�잡풀들이�무성하게 

보이지만, 담장�너머로�전체적으로�조망하면�훨씬�아름답고, 가을 

색감이�물씬�풍긴다. 별채당인 ‘하엽정’으로�이어지는�소박한�외나

무다리는�안동 ‘만휴정’처럼�사진�찍는�포인트다. 내부가�개방된다

면�소위 ‘인생샷’을�찍었다고�자랑했을�것이고, 가을이�더�익어가면 

배롱나무꽃을�대신해�붉은�단풍�빛�또한�아름다울�것이다.

우연히�들른�삼가헌을�돌아�나오며�여행의�묘미는�이런�거라고�뿌

듯해하는�것도�잠시, ‘가실성당’까지�몇㎞를�되돌아가려니�막막함

이�바로�밀려온다. 하지만, 마음�한켠으로�느긋함과�여유가�밀려온

다. 농로길을�걸어�도착한 ‘가실성당’은 1895년에�설립된�이후�경북

에서�가장�오래된�신�로마네스크식�성당�건물로�한국전쟁�당시�인

민군�병원으로도�사용되었다고�한다. 평소�영화촬영지로�사용될
만큼 ‘아름다운�성당’이다. 여름철부터�정원에�피어난�몇�그루�안

되는� 배롱나무꽃들이� 성당� 전체를� 에두르듯이� 화려하게� 보인

다. 또한, 성당은 ‘기도하기� 좋은� 성당’으로� 알려져� 평소� 늘� 개방

되어� 있고, ‘한티가는길’의� 시작점으로� 많은� 순례객이� 찾는다.

‘한티가는길’은�가실성당에서�출발해서 ‘신나무골성지’를�거쳐 ‘한

티순교성지’까지�칠곡�곳곳의�소로길을�연결하는�순례길이다. ‘자

연을�만나고, 사람을�만나고, 나를�찾는 45.6㎞’를�모토로�자신을 

‘돌아보고, 비우고�뉘우치고, 용서하고�사랑하는’ 5구간의�순례길로 

구성되어있다. 지리산�둘레길처럼�산악�지역은�아니지만�거리가�길

고�둘러볼�곳이�많아�하루만에�돌아보기에는�무리여서 1구간(돌아

보는�길)만�걷고 5구간(사랑의�길)까지는�다음을�기약하기로�한다.

‘칠곡’편�늘솔길은�이상하리만큼�느림과�기다림의�여유를�느꼈다. 

아쉬움이었을까, 무엇에�이끌렸는지�이튿날�다시�왜관과�가실성

당�주변을�걸었다. 성당에서�조금�떨어진 ‘육신사’는  사육신�위패

를�봉안한�사당으로, 멀리�이곳에�봉안된�사연이�흥미롭다. 또한, 입

구인�충절문�전후로�양쪽�길가에�자리한�배롱나무꽃길은�더욱�흥

미롭다. 또�다른�배롱나무꽃을�보기�위해�달성 ‘하목정’을�찾는다.

‘하목정’은�최근�보물로�지정되었고, 대청나무�프레임에�빼꼼히�보

이는�배롱나무꽃과�뒤편�별당의�배롱나무로�그늘진�여유로움으로 

소위 ‘배롱나무꽃’ 맛집으로�유명세를�치르고�있다. 이미�제철을�지

난�꽃임에도�불구하고, 배롱나무�아래�그늘�속에�들어서면, 촘촘히 

감겨�나가는�가지�사이로�시원한�가을바람이�감겨�내려와�내�몸에

도�솔솔�감긴다. 

46 47

KISTI는 ‘관주위보(貫珠爲寶)’를�모토로, 분야별�과학기술�데이터

와�함께�데이터의�상호�연결의�중요성을�선도적으로�인식하고, ‘데

이터’ 중심으로�연결된�조직을�강화하고�데이터�수집(Collection), 

컴퓨팅(Computing), 분석(Analysis)을�상호�연결하여�고객�가치

를�위해�협력해나가는�것을�목표로�노력하고�있다. 다른�지역과�달

리�칠곡�곳곳에�계속�어우러진�배롱나무꽃�정원은�하나하나마다 

아름답지만, 거리적으로�떨어져�있을�뿐�전체적으로�하나의�아름

다운�정원으로�연결되어�있다고�하겠다. 역시�구슬도�꿰어야�보배

다. 이맘때�기회가�된다면�칠곡의�배롱나무�꽃길을�연결하여�나와 

이웃을�배려하며�걷다�보면�코로나19의�어려운�시기에�한줄기�힐

링이�될�것이다. 

 아직은�마스크를�벗을�때는�아니지만, 잠시�일상에�갇혀�버린�걱정

을�조금이나마�덜고자�한다면, 가까운�곳이라도�안전수칙을�지키

며�한적한�자연�길을�걸어보자. 배롱나무꽃말이 ‘부귀’라고�한다. 오

래도록�지지�않는�배롱나무꽃처럼�부귀를�누리려면�지금은�자연과 

이웃에게�겸손하게 ‘사회적�거리두기’를�함께�해야�할�때이다.   K

1  여러�인종을�재미있게�표현한�왜관�미군보급기지�담�벽화
2  배롱나무�한그루만으로�어울림이�좋은  성베네딕도회�왜관수도원의 ‘구�성당’
3  흙담으로�길게�이어진�매원마을�해은고택�입구�담장
4  성당을�에워싸는�듯한 배롱나무꽃과�가실성당
5  가실성당에서�한티순교성지까지�이어지는 ‘한티가는길’ 출발점
6  배롱나무꽃이�정점에�있는�아름다운�정원, 삼가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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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코로나19 위기에�따라�국가슈퍼컴퓨터의�역할이�더욱�중요해�졌

을�텐데요, 5호기�누리온은�어떤�노력을�해왔나요?

감염병�대응에�있어서�질병을�이해하기�시작하는�기초�연구부터�치

료를�위한�약물�개발까지�슈퍼컴퓨터는�다양하게�활용됩니다. 우

선�올해�초�코로나19 사태가�심각해짐에�따라 5호기�누리온을 ‘약

물�재창출�연구’에�투입했습니다. 약물�재창출�연구란�시판�중인�약

물을�새로운�질병에�적용하여�그�효능을�확인하는�것입니다. 여러 

단계로�구성된�약물�탐색�계산�방법을�적용해�기존�약물�중에서�코

로나19 바이러스에�약효가�있을�것으로�예상되는 8개의�약물을�추

려냈어요. 이�계산�과정은�일반 PC에서라면�수개월�이상이�걸리지

만, 5호기�누리온으로�일주일�이내로�단축할�수�있었습니다. 이렇

게�추려낸�후보�약물들이�실제�효능이�있는지�현재�실험을�통해�검

증하고�있습니다. 또한, 국내외�연구진으로�구성된�공동�연구팀이 

누리온을�활용해�코로나19-바이러스의�표면에�존재하는�스파이크 

단백질의�구조를�정밀하게�밝히기도�했죠.

Q. 7월에�전해�준�코로나19 HPC 컨소시엄에�어떤�경위로�합류하게�됐

나요?

코로나19에�맞서기�위해 IBM, Google, Microsoft, NVIDIA, Intel 등�산

업계와�더불어�미국�에너지부(DOE) 소속의�슈퍼컴퓨팅�센터를�포함

한�산‧학‧연‧정�기관이�공동으로�계산�자원을�제공하는�컨소시

엄입니다. 미�백악관�소속�과학기술정책실(OSTP)이�올해 4월에�발족

했어요. 연구자들은�본�컨소시엄을�통해�국경�없이�슈퍼컴퓨팅�자원

들을�두루�연계하여�코로나바이러스�검출‧억제‧치료�방법�개발�등

의�연구를�효과적으로�수행할�수�있습니다. G7 과학기술장관들은�코

로나19 연구를�위한 HPC 자원을�적극�활용하기로�합의하고, 후속�조

치로�영국‧스위스�등의�국가가�합류하게�됐습니다. KISTI도�글로벌 

협력에�적극�참여해�감염병�조기�종식에�기여하고, K-방역의�위상을 

한층�강화하고자�컨소시엄에�참여하기로�한�것입니다. 6월에 OSTP의 

심사를�거쳐�참여�허가를�받고�일련의�절차를�거쳐�최종�가입하게�됐

어요. 현재�코로나19 바이러스에�관한�연구를�수행하는�국내외�연구

자들에게�심사를�통해�자원을�무상으로�제공하고�있습니다.

슈퍼컴퓨터 투게더!

팬데믹 극복 위한 세계 슈퍼컴퓨터들의 만남

한국�5호기�누리온��코로나19�HPC�컨소시엄�합류

감염병�치료제�개발을�위한�글로벌�공동연구가�활발하다. 국가별�연구기관, 기업들이�함께�머리를�맞대어�백신과 

치료제�개발에�몰두하고�있다. KISTI는�해외�기관들이�연합한�협의체에�가입해�연구와�관련�데이터�공유에�참여

하고�있는�한편,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누리온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한�여러�대응책을�강구하고�있다. 최근 

소식은�미국이�발족한�슈퍼컴퓨터�운영�기관�협의체 ‘코로나19 HPC 컨소시엄’에�합류하기로�한�것. 슈퍼컴퓨터 

세계에도 ‘투게더�바람’이�분다! 

write��슈퍼컴퓨팅응용센터�서상재�박사����photo�편집팀

1,2  국가슈퍼컴퓨터 5호기의�활용�확대를�위해�다국적�협약을�체결해�온 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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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컨소시엄에�누리온이�합류하게�되어�많은�주목을�받았죠. 컨소시엄 

활동이�구체적으로�우리에게�어떤�의미가�있을까요?

코로나19 HPC 컨소시엄�발족�후�생물�정보학, 역학, 분자모델링�등 

코로나19에�관한�다양한�슈퍼컴�활용�프로젝트가 79개�생성됐어

요. 이처럼�이번�컨소시엄�참여를�계기로, 국내�연구�커뮤니티에�슈

퍼컴퓨터를�활용한�다양한�코로나19 관련�연구�사례를�홍보함으로

써�코로나19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기대됩니다. 슈퍼컴퓨터�활용

도�적극적으로�장려될�것이고요. 나아가, 한국의�국가슈퍼컴퓨팅센

터인 KISTI가�슈퍼컴퓨터�자원을�컨소시엄에�제공함으로써�한국의 

연구자들도�일본의�후가쿠, 미국의�서밋을�비롯한�여러�해외�슈퍼

컴퓨터�자원에�접근할�기회를�갖게�됩니다. 연구에�투입�가능한�컴

퓨팅�자원이�확대되는�것이죠. 궁극적으로는�우리나라에서�코로나

19 사태를�완화하고�종식시키는�데에�기여하는�우수성과들이�창출

되리라�기대합니다.

Q. 국가슈퍼컴퓨터는�국민의�생명을�보호하는 ‘슈퍼�히어로’가�되

어야겠죠. 슈퍼컴퓨팅응용센터에서�목표하는�바를�설명해�주세요.

슈퍼컴퓨팅응용센터는�고성능�컴퓨팅�자원을�이용하여�정확한�질

환�관리, 뇌질환�연구�등�국민�생활과�직결된�삶의�질�향상에�기여

하고자�합니다. 슈퍼컴퓨터를�이용하여�바이오의료�분야�난제를�해

결하고�지원하기�위해�초거대�규모�연구를�수행하고�관련�연구자

들을�지원하고�있습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 국립암센터, 서울대

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등�국내외의�의료�전문기관

과의�상호�협력을�바탕으로�연구�협력�및�지원을�통해�국내�생명의

료�연구�발전을�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 이뿐만�아니라, 바이오�의

료�분야�국제�협력�연구를�통해�기초�과학�분야�국가적�위상을�제

고하고자�합니다.

Q. 끝으로 KISTI인으로서의�남은�한�해�계획과�바람을�듣고�싶습니다.

사회�현안�해결, 과학�난제�해결에�있어서�슈퍼컴퓨터의�중요성이 

점점�더�커지고�있습니다. 이번�코로나19 사태와�같이�촌각을�다투

는�문제를�해결하는�데�있어서�슈퍼컴퓨터의�활용�가치가�더욱�부

각되기도�했고요. 저는�지속해서�팬데믹�대응을�위해 KISTI가�국가

슈퍼컴퓨팅센터로서�중요한�역할을�수행할�수�있도록�하는�연구‧

개발을�진행하고�확대할�계획입니다. 더욱이�이번�사태로�닥쳐올 

난황을�미리�대비하는�게�중요하다는�점을�크게�느꼈어요. 코로나

19 뿐만�아니라�미래에�발생할지도�모를�새로운�팬데믹�사태를�사

전에�대비하기�위해�이번에�개발한�후보�약물�탐색�프레임워크의 

성능을�개선해�나가는�연구를�수행하려�합니다. 슈퍼컴퓨터를�통

한�연구들이�코로나19 종식에�많은�도움이�된다면�좋겠습니다.   K

코로나19 뿐만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지도 모를 새로운 팬데믹 사태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해 이번에 개발한 

후보 약물 탐색 프레임워크의 성능을 

개선해 나가는 연구를 수행하려 합니다. 

Q. 감염병과�같은�국가적�위기�발생�시�슈퍼컴퓨터�관련�기관들이�실효

적인�대응�방안을�발굴하려면�어떠한�노력을�해야�한다고�생각하시나요?

첫째로, 유관�기관과의�긴밀한�협조가�매우�중요합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한�약물�탐색을�위해서는�대상�단백질의�구조, 유전체�정보�등�기

초적인�데이터가�필요하기�때문에�관련�연구자들과의�긴밀한�협조체

계를�구축하는�것이�요구됩니다. 슈퍼컴퓨터를�통해�얻은�결과를�빠

르게�검증하기�위한�체계를�구축하는�등의�노력도�동반돼야�하죠. 둘

째로, 슈퍼컴퓨터를�활용한�질병·보건�관련�계산과학�연구와�데이터 

과학�연구를�확대해�미래�팬데믹에�대비해야�합니다. 슈퍼컴퓨터로부

터�얻는�결과의�정확도가�과거에�비해�많이�개선됐지만, 아직�부족한 

부분이�존재합니다. 인공지능�기술�등�개발을�통해서�기존�방법론들

의�정확도를�개선하고, 감염병�발생�즉시�수행할�수�있는�약물�탐색�프

레임워크�등의�개발이�필요합니다. 감염병을�주제로�말씀드렸지만, 이

러한�노력들은�어느�위기�상황에서나�반드시�이뤄져야�할�것입니다.

1  KISTI는�글로벌�협력에�적극�참여하고 K-방역의�위상을�강화하고자�컨소시엄에 
참가했다.

2  고성능�컴퓨팅�자원을�이용하여�정확한�질환�관리, 뇌질환�연구�등�국민�생활과�직결
된�삶의�질�향상에�기여하는�슈퍼컴퓨팅응용센터

3  코로나19 뿐만�아니라�미래�발생할지�모르는�새로운�팬데믹�사태를�사전에�대비하
기�위해�후보�약물�탐색�프레임워크의�성능을�개선해나가는�서상재 박사

이번 컨소시엄 참여를 계기로 국내 연구 커뮤니티에 슈퍼컴퓨터를 활용한 다양한 코로나19 

관련 연구 사례를 홍보함으로써 코로나19 연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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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역할을�수행하는�다목적�댐

댐은�인류가�개발한�최대의�발명품�중�하나다. 댐의�일차적인�목적

은�용수공급이라�할�수�있는데, 댐�건설을�통해�모아�놓은�풍부한�물

을�가뭄이�들었을�때�주변에�있는�논이나�마을에�공급하는�것이다.

이�같은�댐의�용수공급�효과는�과거�우리나라에서 1978년과 1981

년, 그리고 1992년�및 1994년에�발생한�전국적인�가뭄에서도�급수 

혜택을�받은�지역은�전혀�가뭄�피해를�입지�않은�것으로도�충분히 

입증됐다.

홍수조절도�용수공급만큼이나�중요한�댐의�역할이다. 폭우가�내리게 

되면�배수시설이�빈약한�지역은�홍수를�입기�마련이지만, 댐이�내리

는�비의�일부를�가둔�채�서서히�방류하면�배수시설이�취약한�지역이

라�하더라도�피해를�최소화할�수�있다.

홍수조절용량을�적절히�활용하여�유입되는�홍수량�일부를�저류함과 

동시에�하류에서의�홍수피해를�최소화되도록�서서히�방류하는�것이

다. 특히�다목적댐은�하천�유량을�고도로�조절함으로써�하류의�홍수

피해를�경감시킬�뿐만�아니라�홍수의�자원화를�기하여�필요한�생활

용수�등의�수자원을�확보한다.

전력생산�역시�댐이�가진�핵심�역할�중�하나다. 물이�떨어지는�낙차

를�이용하여�전력을�만들어내는�수력발전은�과정이�단순하고�시간

도�길지�않아서�필요한�양의�전력을�신속히�생산할�수�있다. 특히�공

해�없이�전력을�생산할�수�있다는�점도�댐의�가치를�올려주는�역할

이라�할�수�있다.

문제는�이렇게�많은�비용과�시간이�투자된�튼튼한�댐이라�할지라도 

하루�아침에�붕괴될�수�있다는�점이다. 과거에�댐들이�붕괴됐던�사

례들을�살펴보면�인간의�힘으로는�막기�어려운�재난인�천재(天災)

와�사람의�실수로�인한�인재(人災)가�함께�뒤섞여�발생하고�있는�것

으로�나타났다.

댐�붕괴의�원인은�천재와�인재가�뒤섞여�발생

천재로�인해�댐이�붕괴된�대표적�사례로는�지난 1975년에�일어난 

중국의� 반차오댐� 붕괴사고가� 꼽힌다. 기록에� 의하면 24시간� 동안 

1,631mm의�비가�내렸는데, 이는�강우량을�측정하기�시작한�이래로 

가장�많은�양이라는�것이�중국�기상�전문가들의�설명이다.

이와�같이�상상조차�할�수�없는�많은�양의�비가�내리자�결국�흙으로 

지어진�부분의�댐이�먼저�붕괴하기�시작했다. 이어서�절대로�붕괴하

지�않는다고�댐�관계자들이�자신했던�철로�지어진�부분의�댐마저�붕

괴되며�사망자만 17만�명이�넘는�대참사가�발생했다.

반면에�인재에�의한�댐�붕괴�사례로는�지난 1985년에�벌어진�이탈리

아의�스타바댐�붕괴�사고가�유명하다. 300명이�조금�안되는�사람들

이�사망했지만, 60개가�넘는�건물들과 10여�개의�다리가�파괴됐다.

이�댐은�사고�이전에�외벽에�구멍이�생겨�보수�작업을�실시했는데, 

이�작업이�부실하게�이뤄지면서�전형적인�인재로�인한�사고로�기록

됐다. 그렇다면�댐이�붕괴됐을�때�이후�벌어질�상황은�어떻게�전개될

까? 앞서�붕괴�사례로�소개한�댐들은�상대적으로�그리�크지�않은�규

모였음에도�불구하고�엄청난�피해가�발생했다. 하지만�세계�최대�규

모의�샨샤댐이�붕괴된다면�그�피해는�상상조차�하기�어려울�것으로 

전망되고�있다.

만에�하나�샨샤댐이�붕괴된다면�어떤�상황이�벌어질까? 우선 30억

㎥에�달하는�흙탕물이�하류를�휩쓸게�되면�강�주변에�위치한�수많

은�마을과�논이�수몰되어�약 4억�명�정도의�이재민이�발생할�것으

로�예측한다.

다행히�수몰�피해를�입지�않는다�하더라도�댐�붕괴는�최악의�식량난

이라는�후폭풍을�몰고�올�것이라는�것이�전문가들의�의견이다. 장시

성이나�저장성은�곡창지대로�유명한�지역인데, 이런�곡창지대가�수

몰되면�쌀이�모자라게�되어�기아에�허덕일�수�있다는�것이다.

이뿐만이�아니다. 샨샤댐�붕괴는�상해나�난징�같은�대도시에도�영향

을�주게�되는데, 도시�기능이�멈추게�되면�생산과�물류까지�중단되면

서�이를�기반으로�운영되는�수만�개의�기업이�도산할�수밖에�없다는 

전망도�나오고�있다.

더�큰�문제는�샨샤댐�붕괴가�비단�중국�내부의�문제로만�그치지�않

는다는�점이다. 강�하부에�위치한�원자력발전소의�파괴나�서해로�쏟

아지게�될�수천만�톤의�쓰레기�등, 생각조차�하기�싫은�상황들이�벌

어지게�된다면�이웃�나라인�우리나라는�가장�많은�피해를�입게�될�것

으로�보인다.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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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댐들이 붕괴됐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인간의 힘으로는 막기 어려운 재난인 

천재(天災) 와 사람의 실수로 인한 인재(人災)가 함께 뒤섞여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만일 댐이 붕괴한다면?

여름에�찾아오는�불청객�장마

올해는�유독�장마가�길어졌다. 이�같은�일이�비단�우리나라만의�경우는�아니다. 이웃나라�중국도�두�달�가까이  넘게�폭우가 

내리면서�수많은�이재민이�발생하고�있다. 특히�중국은�만리장성�이후�최대의�토목공사라고�불리고�있는 ‘샨샤댐’이�폭우로�인해 

붕괴될지도�모른다는�소문이�돌면서�전전긍긍하고�있는�모습이다. 그런�비극이�일어나서는�안�되겠지만, 최악의�상황을�고려한 

대비는�필요한�법이다.  만에�하나, 샨샤댐을�비롯한�대형�댐이�무너지게�된다면�어떻게�대처해야�할까?

write���김준래�과학칼럼니스트

S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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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rite��대외협력실�최나은��cartoon��지대리



최근 과학기술 정보, 

쉽고 빠르게 알고 싶다면?

KISTI가�발행하는�각종�뉴스레터�이모저모

‘업글인간’이라는�신조어를�들어보았는가. 업그레이드�인간의�줄임말로, 성공보다�성장을�추구하면서�자기개발에 

힘쓰는�사람들을�뜻한다. 부나�승진�등�가시적인�성과보다�스스로�만족하고�더�나은�사람이�되었다고�느끼게�하는 

성장을�중요시하는�현대인들을�가리킨다. 그래서인지�읽기만으로�지적�호기심을�충족하는�데�도움이�되는 

뉴스레터에�대한�수요도�높다. 이에 과학기술�지식정보를�재미있게�전달하는 KISTI의�각종�뉴스레터들을�소개한다! 

write�photo��대외협력실�최나은

‘하루에�딱 10분만!’이라는�익숙한�문장. 흔한�말로�감흥이�없을�수�있지만, 뉴스레터를�두고�이야기할�때는�달리�생각해�보자. 잠깐

동안�읽은�뉴스레터로�비교적�풍부한�지식이�쌓일�수도. 노력도�시간도�티끌�모아�태산일�수�있다! 

이외�대다수�정부출연연구원은�뉴스레터를�발행하고�있다. 각�기관별로�연구하고�있는�분야가�생명공학, 화학�등으로�세분화되어 

있는�만큼, 관심사에�따라�취사선택한다면�전문적인�정보를�쉽게�접할�수�있다. 짧은�시간�투자로�과학기술�지식을�차곡차곡�쌓아가고 

싶다면, KISTI를�비롯한�여러�과학기술계�연구원들이�발간하는�뉴스레터들에�관심을�가져보아도�좋을�것이다.   K

KISTI NEWS LETTER

KISTI Newsletter

KISTI가�기관�차원에서�발행하는�뉴스레터. KISTI에�관한�가장 

주요한�소식들을�모아�전한다. KISTI가�어떠한�연구�과제를�수

행하고�있으며, 어떤�성과를�내었는지�등�굵직굵직한�뉴스들을 

전하니�과학기술계�연구�동향은�물론�현�시점에서�화두가�되는 

주목할�만한�이슈들을�파악할�수�있다. 뉴스레터는�여러�섹션으

로�구성되어�있는데�그중에서도�라운지, 투게더�코너는 KISTI가 

일반인을�대상으로�진행하는�다양한�과학문화�프로그램이나�사

회공헌�활동�등을�소개해�독자와�친밀히�소통하고자�마련되었

다. 현재�구독자�수는�약 3만여�명. 월간으로�매월�말 1회�발송되

니�가벼운�마음으로�읽어볼�소식지로�추천한다.

구독신청 : www.kisti.re.kr

과학향기 Newsletter

일반인의�눈높이에�맞춘�과학�지식�콘텐츠를�제공하는�과학향

기�뉴스레터. 매주 1회�발행되어�열심히�구독한다면�보다�많은 

과학�지식을�빠르게�습득할�수�있다. 사회적�트렌드와�주요�이

슈에�맞는�토픽을�주로�다룬다. 이를테면, 호우주의보가�심한�주

에는�폭우를�주제로�한�스토리�콘텐츠를�강조하는데�이따금씩 

마침�최근에�궁금해�한�주제를�다뤄주어�더욱�눈길이�간다. 또

한�해외�애니메이션을�연계한�콘텐츠도�큰�인기다. 과학향기는 

KISTI가�운영하고�있는�과학문화�콘텐츠�사업으로�오랜�역사

를�자랑한다.

구독신청 : scent.ndsl.kr

NTIS Newsletter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발행하는� 뉴스레터

로, 과학기술�연구개발에�관한�깊이�있고�전문적인�정보를�소

개한다. 월간이며 ‘R&D Topic’이라는�이름으로�연구�분야를�총

망라하여�독자에게�유용할�만한�이슈와�정보를�전하니, 과학기

술계�전문�큐레이션을�제공하는�뉴스레터로�보아도�무방하다. 

NTIS 서비스는�과학기술인�등록이�가능한�자만�이용할�수�있다

는�제한점이�있지만, 뉴스레터는�누구나�받아볼�수�있다. 과학기

술�관련�알찬�정보를�얻고자�하는�자라면 NTIS 뉴스레터를 구독

해�보길�권한다.

구독신청 : www.ntis.go.kr

KOSEN Webzine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KOSEN에서�매월�제공하는�웹진은 

해외의�소식까지�풍부하게�담았다. KOSEN을�이용하는�해외�이

공계�학생들, 연구자들이�자국에�관한�이야기를�생생하게�전한

다. 또�곳곳의�랩실(연구실)을�속속들이�들춰�소개하기도�하고, 

연구자들이�공감할�만한�웹툰도�싣고�있다. 웹에�게재되는�형태

로�메일링�서비스는�없어�아쉽지만, 과학기술계�연구�현장을�들

여다보게�해주어�읽는�재미가�크다. 특히 KOSEN 회원들이�직접 

작성한�갖가지�주제의�칼럼과�서평들을�추천한다. 시간을�내어 

읽기�어려운�사회�소식과�기사들에�대해서�빠르게�살피고�새로

운�시각들을�알아가기에�제격이기�때문이다.

구독신청 : kosen21.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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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NEWS

미�백악관�주도 ‘코로나19 고성능
컴퓨팅�컨소시엄’ 합류

KISTI가�코로나19 HPC 컨소시엄에�가입하여�슈
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 자원을�전�세계�연구자
들에게�공유하고�코로나19에�대처할�치료법과 
백신�개발�가속화에�기여하게�됐다.

03
‘데이터�기반�문제해결�솔루션’ 
지자체�활용·실증

KISTI와�인천광역시가�도시문제해결�솔루션�활용성과�보고회를�개최했다. 양�기
관은 2년간�협업해�달성한�성과를�공유하고, 지속가능한�데이터기반�협력�방안
을�논의하며�데이터�기반�행정혁신을�지원하기�위해�필요한�협업사항에�대해�토
론했다.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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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읽어주는 ‘ScienceON 논문�요약�서비스’ 개시

ScienceON이 AI가�읽어주는�논문�서비스를�개시했다. AI 논문�요약 
기술을�학술논문에�적용하는�것은�이번이�국내�최초로서, 연구자의 
과학기술정보�활용�편의성을�개선할�것으로�기대된다. 연구자들은 
AI가�논문을�읽고�정리해주는�정보를�간편하게�활용하여�논문의�논
증적�의미를�더욱�빠르고�정확하게�획득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02

KISTI가�국립중앙도서관과�선진적�지식정보서비스�제공을�위한�협약을�체
결했다. 이를�통해�양�기관은�국가�디지털�지식정보자원에�대한�저자와�기
관�식별�범위를�인문, 사회, 예술은�물론�과학기술�분야까지�확대하게�됐다. 
KISTI는�논문, 보고서, 연구데이터�등�과학기술�빅데이터와�인공지능(AI) 분
석�기술을�국립중앙도서관과�공유함으로써�국가�디지털�지식정보자원의 
지능형�정보서비스�연구개발을�적극�지원할�계획이다. 

KISTI-국립중앙도서관, 디지털�지식정보자원 
공유�및�지능형�정보서비스�연구개발�협력

01

개인이�제공한�마이데이터, 
스마트�서비스로�돌려받는다!

KISTI가�대전광역시, 대전복지재단, 대전도시철도공사, 하나카드, 메타빌드�등과�컨소시엄을 
구성해, ‘마이데이터�기반�장애인�이동지원�실증서비스�사업’을�본격�추진한다. 이번�실증서
비스�사업의�핵심은 ‘마이데이터에�대한�자기결정권�강화’와 ‘데이터-교통수단-서비스�연결
성�강화’로, 시민�참여�활성화와�시민�체감형�맞춤형�서비스�개발에�집중할�것이다. 

06

고성능컴퓨팅(HPC) 산업과�인프라의�운영·활용�실태�파악을�위해�약 2개월�간�전국�단위 ‘국가 
고성능컴퓨팅(HPC) 실태조사’를�실시한다. 이번�실태조사는�크게 •HPC 산업�실태조사 •HPC 
운영·이용�실태조사로�구성돼�있으며, HPC 관련�제품�및�서비스를�생산�및�판매하는�기업뿐만 
아니라�정부부처, 공공기관, 연구소와�대학(원) 등 HPC 관련�기관�전체를�대상으로�한다. 

07
전국�단위 ‘국가�고성능컴퓨팅(HPC) 실태조사’ 실시

KISTI, 코스타리카�과학기술정보 
혁신�동반자�됐다

KISTI가� 코스타리카� 과학기술정보통신부(MICITT)와� 투자확
약서(LOC, Letter of Commitment)를�체결하고�코스타리카 
과학기술정보서비스(SINCYT)를� 고도화하는� 프로젝트에� 본
격적으로�참여한다. 이번 LOC는 2년�앞서 NTIS 기술과�노하
우를�바탕으로�코스타리카에 SINCYT를�구축한�사업의�연장
선에�있다.

08
소방청과�빅데이터�전문인력�양성�위해�맞손

소방청과�소방�빅데이터�및�인공지능�분야의�전문가�양성으로�국가�재
난·재해�상황�예측기반을�마련하고, 국민�안전�강화를�위한�협약을�체
결했다. KISTI 과학데이터스쿨은�최근�융합형�인공지능(AI+X)기술을�활
용한�과학기술�분야�데이터�분석�교육과정을�개설하고�있으며, 본�협약
으로 KISTI의�전문�인력과�슈퍼컴퓨터�인프라를�적극�활용하여�소방청 
빅데이터�정보분석�체계�구축을�지원하기로�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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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OA 미팅 
2020 개최

9월초 ‘오픈사이언스�시대를�위한�아시아국가간�지식공유방안’이라는�주제로�국제오픈액세스리
포지터리연합(COAR)과�공동으로 ‘아시아 OA 미팅 2020’을�개최했다. COAR는�오픈액세스�리포지
터리�운영기관과�네트워크들이�회원으로�참여하고�있는�국제적�협회로서, 연구�성과물의�가시성과 
활용성을�향상시키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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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방송�주관사 KBS와�신속한 
재난�정보�전달�위한�협약�체결

KISTI의�첨단�과학기술�인프라와�정보를�활용해�신속하고�정확한�재난�정보�전달하기�위한 
협약을�체결했다. 공공�서비스�혁신을�위한�국가슈퍼컴퓨터�자원�공동�활용과�함께�인적�자
원의�교류�협력으로, KBS는�고품질의�재난�정보를�재난방송을�통해�국민들에게�신속하게�전
달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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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목표를 향해 동분서주 나아가는 KISTI!”

슈퍼컴퓨터 5호기 누리온은 지난 2년간 430만 건 이상의

계산 작업을 처리했고, 산학연 커뮤니티와의 긴밀한 협력 속에서

초거대 계산과학 문제 발굴 및 지원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우수한 연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나아가, KISTI는 디지털 뉴딜의 흐름에 부응하는 데이터 댐 구축을 위하여

데이터 수집 및 활용 기반을 강화하고자

기계학습 데이터를 구축하고 개방함과 더불어

국가 연구데이터 구축 등으로 데이터 생태계를 확장해 오고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협력하는 KISTI는

동분서주(東奔西走)의 마음으로 고객과의 연결 및 융합을 통해

과학기술의 밝은 미래를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東奔西走
동 분 서 주

사이언스온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국가전자정보공동구매컨소시엄

국가과학기술연구망 

첨단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

KOAR 국가오픈액세스플랫폼

SAF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scienceon.kisti.re.kr 

www.ndsl.kr

www.ntis.go.kr

www.kesli.or.kr

www.kreonet.net

edison.re.kr

koar.kr

safe.koar.kr

경쟁정보분석서비스 

기술기회분석서비스

산업·시장분석시스템

신기술�다이내믹스분석시스템

한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

Star-Value 기술가치평가시스템

KISTI 과학데이터스쿨

compas.kisti.re.kr

tod.kisti.re.kr

kmaps.kisti.re.kr

mirian.kisti.re.kr

astinet.kr

www.starvalue.or.kr

kacademy.kisti.re.kr 

긍정의�한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