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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본격 활동개시

NEWS IN NEWS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18호 | 2005. 04 _ 08

우리연구원은지난 3월 31일 오명과학기술부총리, 염홍철대전시장, 이상민·권선택·홍창선국회의원등을모시고국

가중요과학기술정보자원에대한보호를총괄하는‘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S&T-SEC)’현판식을갖고본격적인활동에

들어갔다. 

이 센터는우리연구원초고속연구망침해사고대응팀(CERT-KREONET)을 확대개편한것으로써, 국가중요과학기술

정보보유기관에대한침해공격을 24시간감시·분석하고각기관에침해사고탐지및대응기술을지원하는등의역할

을하게된다. 센터는우선 10개정부출연연구기관을선정해시범운 하고차후에총 42개기관으로정보보호서비스를

확대해나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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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마이크로시스템즈와 MOU 체결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18호 | 2005. 04 _ 09

우리연구원은지난 4월 6일진대제정보통신부장관, 박기 청와대정보과학기술보좌관그리고 로벌 IT 기업인썬마

이크로시스템즈의 Scott McNealy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썬마이크로시스템즈과 기술연구 및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썬마이크로시스템즈의‘Korea Java Research Center’개소를계기로체결된이번업무협력을통해, 양기관은그리드

및클러스터컴퓨팅관련기술개발과정보의공유에적극협력하는한편, 전략분야기술개발을위한전문가의상호교류

도실시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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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에 피어나는 국악의 향기

지난 2월 25일, 우리연구원은 대전시립연정국악문화회

관(관장김진호)을초청해“정오의예술마당”을개최했

다. 직원들의사기진작과정서함양을위해평소접하기

어려웠던 국악 공연을 개최한 이번 행사에는 직원들과

그가족등모두300여명이참여했으며, 궁중무용‘춘앵

전’, 대금독주‘청성곡’, 소금중주곡‘귀소’, 국악가요

‘남누리북누리’, ‘진도아리랑’등수준높은우리의가

락이연주됐다.

과학기술 R&D 맞춤형 네트워킹 서비스 시대 열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 방문

지난 3월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이

우리연구원을방문했다.  유승희의원은업무보고를받

고, 슈퍼컴퓨터와 과학기술 초고속연구망, 몰입형가상

현실시스템을체험한뒤연구현장을방문해연구원들과

대화의시간을가졌다. 이 자리에서유의원은여성과학

인력의활성화방안과여성과학자인력DB 구축등에관

해 중점적인 논의를 하 으며, 우리연구원의 과학기술

인프라구축이국가과학기술발전에끼치는 향에대

해서도깊은관심을보 다.

NEWS IN NEWS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18호 | 2005. 04 _ 10

우리연구원은지난1월27일방콕에서열린APAN(Asia

Pacific Advanced Network) 국제워크샵에서 세계 최

초로 다국간 람다네트워킹 시연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람다네트워킹이란 최고 10기가바이트의 속도로 대용량

데이터를연구자의연구특성에맞게시간, 속도등을조

절해전송할수있게해주는맞춤형네트워킹을말한다.

이번 시연에 성공함으로써 이제 국내 과학기술자들도

선진국 연구자들과 동등한 위치에서 고에너지물리, 핵

융합, 천문같은첨단분야를원격연구할수있는기반

이마련된것으로평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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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e Click으로 374개 학회정보 통합 검색

374개과학기술학회의학술정보를개별학회사이트를방

문하지않고도통합검색할수있는학술정보종합관리시스

템(ACMS)이우리연구원의국내학술정보종합포털사이

트인 과학기술학회마을(http://society.kisti.re.kr)을 통해

4월 20일부터서비스된다. ACMS는 One Click 통합검색

서비스는물론이고유사도검색, 결과내재검색등도지원

해원하는정보를보다쉽고정확하게습득할수있도록도

와주며, 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2002’를기반으

로개발되었기때문에데이터베이스의생성, 수정, 삭제등

관리기능까지서비스받을수있어학회데이터베이스관리

에도상당한편리성을제공할것으로예상되고있다.

미래의 과학자를 위한 생활과학교실 시작

우리연구원이 대덕종합사회복지관의 초등학교 어린이

들을대상으로여는“생활과학교실”이지난 4월 8일시

작됐다.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문화재단이 사이언스코

리아운동의일환으로추진하고있는생활과학교실은연

구원들이 직접‘어린이에게는 재미있고, 연구원들에게

는보람있는’체험중심의과학교실운 하는것으로써,

앞으로월2회정기적으로진행될계획이다.

지난 4월 8일, 첫행사로우리연구원은대덕종합사회복

지관 30여명의어린이들을초청해슈퍼컴퓨터와 3차원

몰입형가상현실시스템인 씨모어를 직접 체험하도록 하

고, 다양한현장과학체험기회를제공했다.

싱가폴 국가그리드사무국(NGO)와 그리드 기술교류 MOU

우리연구원은 지난 3월 15일 제13차 국제그리드포럼이

열리는 롯데호텔(서울 소공동)에서 싱가폴 국가그리드

사무국(National Grid Office, Lawrence wong 국장)

과 그리드 기술교류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로 한

국-싱가폴 국가그리드사업의 상호협력이 활발해 질 것

으로보이며, 우리연구원은싱가폴@Home 구축을위한

Korea@Home 벤치마킹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리드관련공동워크샵등다양한형태의협력관계를

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지식정보인프라 |통권 18호 | 2005. 04 _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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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National Grid Office, Lawrence wong 국장)

과 그리드 기술교류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체결로 한

국-싱가폴 국가그리드사업의 상호협력이 활발해 질 것

으로보이며, 우리연구원은싱가폴@Home 구축을위한

Korea@Home 벤치마킹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

그리드관련공동워크샵등다양한형태의협력관계를

유지할것으로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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