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cience 추진동향 및 시사점
강희종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kanghj@stepi.re.kr

e-Science는 그리드1) 기반의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여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
자, 고성능 컴퓨터, 첨단 연구장비, 대용량 데이터 등의 연구자원을 동시에 활용하는 연구개발 활동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이라고 할 수 있으며, 1999년 영국 OST(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의 John Talyor2)가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적으로 분산된 과학기술 자원인 연구자, 연
구시설 및 장비, 정보 등을 하나로 통합하고 상시 활용하여 연구개발 능력을 혁신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 수행 패러다임(임석진(2011))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기존 환경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연구자가 필요에 따라 연구자원을 하나씩 접속하여 사용하
였지만 e-Science는 연구자가 가용한 연구자원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연구환경으로
이해할 수 있다.
Tony Hey에 따르면, 과학은 실험을 기반으로 자연현상을 이해했던 실험과학 시대에서 이론과학
의 시대를 지나, 복잡한 물리현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해석하던 전산과학 시대를 거쳐, 데이터
중심으로 통일된 이론과 실험, 해석을 수행하는 e-Science시대에 이르렀으며 향후에는 e-Science
가 현재 및 미래 과학 발전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e-Science를 이용한 연구분야는 크게 ①천체물리 및 입자물리연구, ②생물학 및 화학 연구,
③공학 응용 연구, ④기상, 지구환경 그리고 ⑤ 의료분야 등이 있으며 정부분야(e-Government), 보
건의료 분야(e-Health), 교육분야(e-Learning)와 융합되어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1) 그리드는 미국 시카고 대학 컴퓨터 공학과 교수인 이언 포스터가 창시한 차세대 인터넷망. 한 번에 한 곳에만 연결할 수 있는 웹과 달리
신경 조직처럼 세계 곳곳의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첨단 장비를 연결하여 개인 컴퓨터로 원격 조정할 수 있으며 가상의 슈퍼컴퓨터 파워
를 구축해 주는 범 네트워크 원리이다. 또한 궁극적으로 지능화된 통신망, 고성능 컴퓨터 및 장비, 첨단 애플리케이션, 고급 과학 기술 등
이 포함된 개념이다.(네이버 용어사전)
2) E-Science is computationally intensive science that is carried out in highly distributed network environments, or
science that uses immense data sets that require grid computing; the term sometimes includes technologies that
enable distributed collaboration, such as the Access Grid.(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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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Science 개요

자료 :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

[그림 2] e-Science 시대의 도래

자료 : Tony Hey(2007,재인용)

미국은 21세기에도 자국이 과학기술 및 교육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과학기술
연구의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부터 자국 내 대표적 슈퍼 컴퓨팅 센터를 고속의 네트워크로 연
동하여 단일 자원처럼 활용하는 사이버인프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사업으로는 테라그
리드 구축 사업이 있다.
2001년부터 2005년까지를 1단계 사이버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1조 8,000억 원을 투입하여 진행하
3) 주로 한국정보사회진흥원(2007), 임석진(2011)을 요약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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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2단계 사이버 인프라 구축사업(2006~2010년)중 2006년과 2007년 2년 동안 1조 1200억 원
을 투입하였다.
또한 오바마 경기부양안(2009.2)4)을 통해 인프라스트럭쳐와 과학기술을 위해 1,110억 달러를 제공
하기로 하였다.
□ 입자 물리 및 천체물리 연구 분야

- OSG(Open Science Grid) : 미국 대학 및 연구소가 연합한 컨소시엄으로 2003년 11월 설립. 미
국 내 30여개 사이트의 계산 저장장치에 연동되어 물리학은 물론 화학, 생물학 및 전산학에 이르
는 다양한 연구를 지원
□ 생물학 및 화학 연구 분야

- PRAGMA Avian Flu Grid 프로젝트 : 아시아 태평양 지역 중심의 PRAGAM 그리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조류독감 병원 관련 구축된 신약 개발 e-Science 환경
□ 공학 연구 분야

- DARWIN(Developmental Aeronautics Revolutionizing Wind-tunnels with Intelligent
Systems of NASA) : NASA Ames 센터에서 개발한 공기역학 해석 서비스로서, 항공우주 분야
설계 공학자들에게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전산유체역학) 해석과 풍동 실험을
제공
- IPG(Information Power Grid) : NASA의 Langley, Ames 등 5개 연구 센터의 컴퓨터 장비들
과 총 2천여 대의 컴퓨터들을 연동한 그리드
- ITR(Information Technology Research) : 사이버 인프라를 기반으로 미국의 국가적 우선순
위의 연구 주제를 지원하고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
- DDDAS(Dynamic Data Driven Application System) : 동적 데이터 기반 응용 시스템으로 매
우 복잡하고 어려운 시스템 분석이나 시간에 따른 동작의 정확한 예측을 위한 시뮬레이션 등을
사이버 인프라를 기반으로 해결하기 위해 구축
□ 지구과학 연구분야

- NEES(Network for Earthquake Engineering Simulation) : 지진공학을 연구하기 위해, 연
구 자원들을 그리드로 통합 구축한 것
- ABC-Asia 국제공동관측 프로그램 : 미국기상청(NOAA)과 미국항공우주연구원, 미국과학재단
4) http://www.stimuluspackagedetails.com/detail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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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이 주관이 되어 아시아지역 갈색구름의 생성과 이에 대한 기후변화 영향을 관측하고 연구하는
프로그램

2000년 영국 정부의 과학혁신백서에서 e-Science를 최우선 사업으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eScience 프로젝트를 수행해오고 있다. UK e-Science 프로그램으로 2011년 현재 26개 e-Science
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8개 센터가 국가 e-Science 지역 센터 역할을 수행하면서 영국 e-Science
프로젝트를 선도하고 있다.
제1단계(2001~2004년) e-Science 프로젝트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응용에 7천4백만 파운드가
제공되었으며, 코어 프로그램으로는 1천5백만 파운드가 연구 인프라 구축에, 2천만 파운드는 관련 산
업체에 제공되었다. 제2단계(2003~2006년)에는 과학기술 분야의 응용에 9천6백만 파운드가 제공
되었으며, 코어 프로그램으로는 1천6백만 파운드가 연구 인프라 구축에, 1천만 파운드는 DTI
(Department of Trade and Industry) 산업 펀드에 제공되었다. 2011년 현재 RCUK(Research
Councils UK)를 통해 매년 30억 파운드가 투자5)되고 있다.
□ 입자물리 및 천체물리 연구분야

- GridPP 프로젝트 : GridPP1(2001~2004년)에서는“From web to Grid”
라는 목표로 1천 7백만
파운드의 연구비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GridPP2(2004~2007년)에서는“From Prototype
to Production”
라는 목표로 1천 5백만 파운드의 연구비로 연구 진행
□ 공학 연구분야

- GEWiTTS(Grid-Enabled Wind-Tunnel Test System) : 그리드를 이용하여 풍동 장비를 통
합 구동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그리드 환경을 통해 원격 연구자들이 실험의 제어를 수행 가능
- DAME(A Distributed Aircraft Engine Maintenance Environment) : 일반 항공기 엔진들의
원격 상태 모니터링 하는 시스템
- GEODISE(Grid Enabled Optimisation and Design Search for Engineering) : 그리드
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전산유체역학을 활용한 산업체 응용문제 및 디자인 최적화를 위한
e-Science 프로그램
- GECEM(Grid-Enabled Computational Electromagnetics) : 그리드 기술을 활용하여 거대
규모의 과학 및 공학 해석을 수행
5) http://www.rcuk.ac.uk/research/Pages/home.aspx - Research and Fun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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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 26개 e-Science 센터 운영

- Access Grid Support Centre (AGSC)
- Belfast e-Science Centre (BeSC)
- Cambridge e-Science Centre (CeSC)
- Digital Curation Centre (DCC)
- e-Science Institute (Edinburgh)
- e-Science North West (eSNW)
- East Midlands e-Science Centre (AVRRC Loughborough)
- Grid Support Centre (GSC)
- Lancaster University Centre for e-Science
- Leicester e-Science Centre
- London e-Science Centre (LeSC)
- Microsoft Institute for High Performance Computing (Southampton)
- Midlands e-Science Centre (Birmingham)
- National Grid Service (NGS)
- National Centre for e-Social Science
- National Centre for Text Mining (NaCTeM)
- National e-Science Centre (NeSC)
- 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al e-Science (NIEeS)
- North East Regional e-Science Centre (NEReSC)
- Open Middleware Infrastructure Institute (OMII)
- Oxford e-Research Centre(OeRC)
- Reading e-Science Centre
- STFC e-Science Centre (STFCeSC)
- UCL Research Computing
- Welsh e-Science Centre (WeSC)
- The White Rose Grid e-Science Centre
□ e-Science 추진을 위한 6개 작업반 운영

- [그림 3]과 같이 지식체계를 구성하고 작업반 운영 및 보고서 작성 : ① 데이터 및 정보의 창출
(Data and information creation) ② 디지털 자산의 보존 및 유지(Preservation and curation)
③ 검색 및 탐색(Search and navigation) ④ 가상연구회(Virtual Research Communities)
⑤ 계산, 네트워크, 데이터 저장(Compute, network and data storage) ⑥ 인증, 공인, 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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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e-Science의 기본요소

자료 : OSI

미들웨어, 디지털 권리 관리(AAA(Authentication, Authorization, Accounting), Middleware
and DRM)

EU는 국가 간의 협력을 기반으로 유럽 공동의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프레임
워크 프로그램(Framework Programme, FP)으로 종합되어 순수기초에서 응용개발, 기술이전사업
까지 다양한 연구 개발 프로그램들과 체계적인 협력 활성화 정책들이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 연구 커뮤니티에 제공될 클러스터 그리드 인프라를 위해 구성된 EGEE II(Enabling Grid for
E-SciencE phase two)를 운영하고 있다.
EGEE-II 프로젝트는 2006년 4월부터 2년 동안 진행되었으며 약 37M Euro의 비용이 소요되었
고 유럽연합(EU)내의 학계 및 산업계의 다양한 과학 기술 분야 및 비지니스 응용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프로덕션 레벨의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쳐를 구축하고 전 세계의 다른 그리드 인프라스트럭쳐와
연동될 수 있도록 확장되고 있다. 전 세계 32개 국가로부터 90개 이상의 파트너가 참여하고 있으며,
US 및 아시아 지역의 국가 그리드 프로젝트와도 협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응용 분야로는 고에너지 물
리학, 핵융합, 생명 과학, 지구 과학, 천문학, 계산 화학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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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자물리 분야.

- LHC Computing Grid (LCG, Large Hadron Collider Computing Grid) : 힉스 입자의 검증,
extra dimensions 그리고 대칭성 이론 등을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해서 각 검출기에서 생
산되는 실험 데이터를 LCG 컴퓨팅 모델에 기반을 둔 시설과 미들웨어에 저장 및 처리
□ 생물학 및 화학 연구 분야

- WISDOM(Wide in Silico Docking on Malaria) : 그리드 인프라를 활용하여 소외된 질병이나
긴급하게 퍼져나가는 질병에 대한 신약물질을 탐색(가상 스크리닝)하는 프로젝트
□ 기상학 연구분야

- CROSSGRID : 폴란드,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의 20여 기관 참여로 이루어졌으며, 그리드 서비
스를 기반으로 의학, 환경 보호, 기상 관측, 물리적 해석의 실제적인 문제 해결
□ 공학연구 분야

- FLOWGRID : CFD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하고 지형적으로 유기적으로 퍼져있는 컴퓨팅 자원
들을 사용하고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리드
- TENT (TEstbed for Numerical Turbine simulation) : 독일 DLR(독일 항공우주센터)에서 개
발한 것으로, 그리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S/W 통합 및 워크플로우(workflow) 시스템 사용
□ 의료 연구분야

- CROSSGRID : 대동맥의 협착에 의한 질병 치료를 위해 시뮬레이션에 의한 대동맥을 3D 환경에
서 구현
□ ESFRI(European Strategy Forum on Research Infrastructures) 수행프로젝트6)

- BBMRI : Biobanking and Biomolecular Resources Research Infrastructure
- CLARIN : Common Language Resources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 CESSDA : Council of European Social Science Data Archives
- DARIAH : Digital Research Infrastructure for the Arts and Humanities
- ECRIN : European Clinical Research Infrastructures Network
- ELIXIR : European Life Sciences Infrastructure for Biological Information
- e-VLBI : Very Long Base Interferometry in Europe
6) e-IRG(20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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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RF : European Synchrotron Radiation Facility
- EuroFEL : Free Electron Lasers of Europe
- KM3NET : The Cubic Kilometre Neutrino Telescope
- LIFEWATCH : Science and technology infrastructure for biodiversity data and
observatories
- Preparing for SKA : Square Kilometre Array
- European XFEL : European X-ray Free Electron Laser
□ 서비스 분야

- Networking
- Authentication, Authorisation and Accounting
- Grid, Cloud and Virtualisation
- High Performance Computing
- Remote Access and Remote Instrumentation
- Data infrastructures and persistent storage
- Virtual Research Communities and collaboration
- Generic Issues.

일본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 기반을 활용한 e-Science 실현 프로젝트를 2001년부터 일본 내각에
설치되어 있는“고도 정보통신 네트워크 사회 추진전략 본부”
가 수립한“e-Japan”전략의 일환으로
추진해오고 있으며 과학기술회의(CSTP)의 심의를 거쳐 산업기술종합연구소(AIST) 그리드연구센터
(GTRC, Grid Technology Research Center)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일본의 e-Science 목표는 첫째로 초고속 연구 정보 네트워크 등의 고성능 정보통신 기술 기반을
활용하여 고도의 시뮬레이션이나 지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공동 연구가 가능한 가상 연구환경을 구축
하는 것이고 둘째는 연구개발 활동의 획기적인 혁신을 통해 융합 연구 영역 등 새로운 연구 분야를
창출하는 것이다.
- ITBL 프로젝트 : 다분야 연계를 통한 차세대 항공기 설계 및 개발, 게놈 해석과 DB 구축 및 영상
처리 기술 개발, 실험 장비와 초고속 해석 기술을 결합한 실시간 지진 예측과 재난 대비 및 기상
분야, 초대형 계산 자원을 활용한 나노 신물질 개발 등
- NAREGI(National Research Grid Initiative) 프로젝트 : 일본 정부의 지원 하에 수행되고 있는
그리드 관련 프로젝트의 하나. 2003년부터 5년 동안 300억 엔을 투자하여 100Tflops급의 세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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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수준의 고속 컴퓨팅 환경과 e-Science 환경을 구축하고 산·학·연·관 공동으로 나노기
술, 생명과학 분야와 IT 분야와의 융합 영역 연구
- 바이오 그리드(BIO Grid) 프로젝트 : 대용량의 생명과학 분야 데이터 그리드 환경으로 통합해
원격으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신약을 개발할 수 있는 프로젝트

□ e-인프라가 연구자에게 제공해야할 것들

- 필요한 시점에 필요한 시스템, 서비스, 네트워크 및 자원에 대한 접근성
- 자원을 쉽게 찾고 적절하게 사용하기 위한 편리성
- 사용하는 서비스와 자원의 완전성, 품질 등에 대한 신뢰성
- 산출물을 현재 및 미래에 접근할 수 있다는 보장
- 여러 개의 자료 원으로부터 계산 및 정보조합 시 위치 독립적인 물리 인프라
- 협력 연구를 지원하는 진보된 기술
- 유용한 서비스와 자원을 활용하기위해 필요한 훈련 및 기능
□ e-인프라가 연구자에게 허용해야할 것들

- 자체 연구과정의 지속적인 증진을 위해 진보된 정보 기술 및 애플리케이션의 기능 활용
- 타 학문, 연구소, 분야와 안전하게 협력과 소통
- 혁신과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진보된 기술의 잠재력 극대화
- 타 연구자의 연구결과 공유 및 미래 재사용
- 폭넓은 경제 목표를 지원하여 산업체 유인
□ e-인프라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들

- 지식이전의 증대와 연구결과의 상업적인 애플리케이션 개발
- 연구비 제공자에게 그들이 투자한 연구의 연구성과 추적
- 규제 및 법적, 윤리적 강제로부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 및 직업의 보호
- 지적재산권 및 권리의 보호
- 국가의 문화적, 지적 유산의 중요한 부분으로써 디지털정보 산출물의 보존
7) OSI 및 RCUK(2010) 내용을 발췌, 정리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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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은 전술한 바와 같이 e-Science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6개 작업반을 구성하고 작업반별로
연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였는데 작업결과 다음 7가지 공통주제가 도출되었다.
- 지원 및 기술이전(outreach and technology transfer) : 산업체를 유인할 수 있도록 연구결과
를 산업체에 이전하는 계획 및 정책 필요
- 상호운용성 및 표준(Interoperability and standards) : 먼저 이해관계자들 간의 효과적인 조정
을 통해 기존 인프라가 상호운용 가능하도록 하고 다음으로 인터페이스, 프로시져 및 정책에 대
한 공개표준을 지속적으로 실행
-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 정보기술의 급격한 발달은 몇 가지 중요한 문제들을
남겼는데 이들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
- 문화 변화(Culture Change) : 공유된 e-인프라에 요구된 많은 변화들은 기술적이기 보다는 문
화적인데, 인프라의 공동 소유권에 대한 의식 및 연구성과의 공유문화 개발이 필요함. 이를 위해
적절한 전략적이고, 재정적인 정책이 필요
- 조정(Coordination) : 현재 공공 및 상업부문의 많은 서로 다른 기관이 e-인프라의 기여자로 참
여하고 있음. 정부기관, 연구기관, 교육분야 후원자, 기타 자원 제공자 등 효과적 조정 필요
- 품질 확신(Quality assurance) : 품질확신은 e-인프라의 실현에서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하며
가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음을 확신하도록 처음부터 설계돼야 함
- 훈련과 숙련(Training and skills) : 연구자들이 e-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

RCUK(Research Councils UK)은 또한 16명으로 구성된 국제적인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RCUK의 e-Science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다음 12가지의 권고 사항을 도출하였다.
- e-Science를 지속적으로 다룰 조직 및 운영 구조 확립
- 보다 시스템적이고, 보다 잘 지원하는 메카니즘 구축
(펀딩, 협업의 양육, 학교와 산업체간 쌍방향 지식이전(창조, 공급, 활용))
- e-Science 센터와의 네트워크 유지 및 강화
- 현재 e-Science를 위해 구축된 운영 중인 e-인프라 유지
- 프로그램 및 펀딩 정책 인정
- 공유된 e-인프라의 창출과 수용을 격려하거나 요구하는 펀딩정책 지속
- e-Science 프로그램에 예술, 인문 연구의 참여를 격려 및 지원
- e-Science 방식을 수용한 사회과학연구 커뮤니티에 의한 리더십 격려 및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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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간극 뛰어넘기(Crossing the Chasm)

자료 : RCUK(2010, 재인용)

- [그림 4]의 간극을 뛰어넘기 위해 ① 연구자의 mainstream시장에서 e-Science 방법 수용을 강
화하고 ② e-Science 서비스와 application에서 혁신의 다음 물결을 만들어낼 초기 마켓 투자
를 새롭게 하는 이중 전략 개발
- 과학 데이터에 대한 평가, 연합, 장기간 액세스 등 창조적인 실습 및 서비스에 강력한 집중 계속
- 오픈 소스코드, 오픈 데이터, 오픈 코스웨어 등 기회 있을 때 마다 개방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지원
- 협력적, 국제적, 다 학문적 팀 사이언스를 위한 역량 구축이라는 중심 목표에 큰 비중을 둘 것

2005년에 시작하여 2011년 선진국 수준으로 e-Science 환경을 구축하려는 목표로 추진한 우리나
라의 e-Science 구축사업은 초반에 열기를 잃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영국을 비롯한 유럽
국가들은 연구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e-Science 센터들을 활발하게 운영하고 있으며, 정부 주도로 지
속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영국의 경우 국제적인 전문가들로 패널을 구성하여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향후 e-Science 추진 방향을 모색하는 등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는 미래 국가경쟁력이 개인의 혁신을 얼마나 잘 만들어 내느냐 보다는 협력을 통한 혁신을 얼마
나 잘 만들어 내느냐에 달려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협력을 위한 연구 및 교육 인프라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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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협력은 문화적인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협력을 위한 문화가 성숙되
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및 아이디어 공유의 문제, 아이디어 제공자 보호의 문제, 인센티
브 제공을 통한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표출 유도 및 법적인 장치 구비의 문제 등이 선결될 필
요가 있다.
e-Science는 국가의 연구 및 교육 환경 미래를 준비하는 대단히 중요한 인프라로 향후 세계를 주
도할 혁신을 이루어 낼 수 있느냐, 없느냐를 판가름할 매우 중차대한 도구가 될 것임에 틀림없다. eScience가 제대로 추진되어 연구 및 교육을 통한 협업 인프라가 제대로 갖추어지면 미래사회를 주도
할 창의적인 혁신이 다수 간 발생하여 국가 미래를 밝게 할 것이지만, 이에 실패하면 여전히 중진국
수준에서 선진국이 만들어 놓은 혁신을 따라가는 추격자로 남을 수도 있으므로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e-Science 추진을 위한 노력이 절실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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