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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D사업의 성공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는 과제의 객관적, 전문적 평가이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이는 것

이 중요하다. 그러나, 평가위원 위촉시 시간적 여건이나 대면평가로 인한 지리적 여건 등으로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다. 본 논문은 우수한 평가위원 위촉과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원격지 전자평가 환경 구축에 대해 논의한다.

ABSTRACT

In these days, national R&D projects are taking major roles to strengthen national

competitiveness. In order to produce successful R&D project, the most important point is

objective and specialized evaluation. That means an appraisal board composed of experts in each

field is necessary. But, it is very difficult to entrust experts, because of the constraints of time,

space. In this paper, I describe the remote evaluation system for experts appointment, cost

reduction and security enhancement.

키워드

R&D사업평가, 전자평가시스템, 원격지평가, 가상데스크탑

Ⅰ. 서 론

창조경제 시대의 국가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되는 R&D사업의 성공적인 결실을 위해서 사

업의 결과, 투자성과 및 활용성을 평가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 이를 위

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평가시스템의 구축과 각 분야의 전문가를 평가위

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평가의 객관성, 전문성을 높

이는 것이다[1, 2, 3, 4]. 그러나, 평가위원 위촉시

시간적 여건이나 대면평가로 인한 지리적 제약 등

으로 전문가 위촉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현실

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한 평가

장에 평가위원이 집결할 필요 없이도 사업평가를

진행할 수 있도록 지리적 편의성을 제공하고, 기

존의 PC 이외에 스마트 기기를 통해서도 평가시

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기기를 통해서도 평가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 원격지 전자평가시

스템이다. 그러나, 이러한 원격지 펴아환경에서는

위촉된 전문가가 평가에 실제 참여를 했는지에 대

한 본인확인 절차와 평가시 배포되는 자료에 대한

정보유출이 가능 큰 이슈사항이다. 따라서, 본 논

문에서는 가상 데스크탑을 활용한 전자평가 환경

을 제공함으로써 정보유출을 차단하고, PC 이외

에 태블릿PC, 스마트폰을 통해 이동 중에도 평가

가 가능한 환경을 제공하여 평가에 대한 시간적,

지리적, 기기적 제약을 없앰으로써 연구개발사업

의 평가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원격지 전자

평가시스템 환경에 대해 제시한다.

Ⅱ. 본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하는 원격지 전자평가시스템

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에서 관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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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부시행 프로젝트 사업의 효율적인 수행관리

를 위한 사업성과관리시스템(이하 SMART)을 활

용한 전자평가를 진흥원 내의 평가장 이외의 원

격지에서의 접속 및 평가가 가능한 환경이다. 이

러한 원격지 전자평가 환경 구축을 위해 본 논문

에서는 가상화 솔루션으로 VMware를 활용하였

으며, SMART는 윈도우즈 환경의 익스플로러를

통해 이용이 가능하다.

원격지 전자평가시스템은 그림1.과 같이 원격

지평가지원시스템과 가상화인프라시스템으로 구

성된다. 원격지평가지원시스템은 사용자 권한과

접속을 관리하는 사용자관리모듈, 사용자의 사용

환경을 관리하는 작업관리모듈, 가상화 시스템을

관리하는 시스템관리모듈로 구성된다. 그리고, 가

상화인프라시스템은 사용자 VM(Virtua Machine)

의 생성과 제거를 관리하는 VM관리모듈, 네트워

크 자원을 관리하는 Active Directory 서버로 구

성된다.

그림1. 원격지 전자평가 시스템 구성도

이러한 원격지 전자평가 환경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실제 위촉된 평가위원만 접속할 수 있도

록 사용자의 권한을 검증하고 평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본인확인 및 검증 절차가 가장 큰

고려사항이다.

그림2. 사용자 권한 검증 프로세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그림2.와 같이 우선,

평가담당자의 SMART를 통한 평가정보 설정에

따라 평가시간과 평가위원 정보를 평가위원이 접

속하는 외부 접속창구인 홈페이지와 연계한다.

그리고, 평가위원이 홈페이지 로그인을 통해

원격지 평가를 요청하는 경우 평가기간과 평가자

정보를 비교하여 원격지 평가 권한을 검증하고,

검증이 유효한 경우에는 원격지 평가를 위한 가

상데스크탑 접속 프로그램을 설치한다. 이때, 평

가자 이외의 가상화 환경의 불법적 사용 및 평가

자료 등 정보의 불법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가

상데스크탑 접속에 난수 형태의 일회성 패스워드

사용한 로그인을 지원하며, 발급된 패스워드는 30

분 이후 자동 폐기함으로써 비허가자의 접속을

방지한다. 이후, 접속인 허가된 평가자에게는 개

인별 VM을 할당하며 평가자는 VM내에서 진흥원

내 집결지 전자평가 환경과 동일한 진흥원VPN망

내에 있는 전자평가시스템에 접근하여 평가 업무

를 수행하도록 지원한다.

그림3. 자동 VM접속 프로세스

또한, 원격지 전자평가시스템은 그림3.과 같이

평가자가 원격지에서 평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

어서 접속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VM접

속 프로그램을 자동으로 설치하고, 실행 및 로그

인까지 완료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평가자는 원격지 전자평가시스템 접속을 위해 본

인의 PC 등 접속기기에 설치되는 VM접속 프로

그램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들일 필요없이 평

가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원격지 전자평가는 PC이외에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접속환경을 지원한다.

그림4. 모바일 기기를 통한 VM접속 프로세스

그러나, 모바일 기기의 경우는 PC와 달리 VM

접속 프로그램의 자동설치가 불가능한 App 설치

방식이므로, 그림4.와 같이 홈페이지를 통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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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검증 및 VM접속에 필요한 임시 아이디와 비

밀번호를 부여함으로써 App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그리고, 원격지 환경에서는 접속하는 평가자의

행동을 제어할 수 없으므로 평가자료의 유출 등

정보보안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의 원격지 전자평가시스템

에서 평가자는 사용자 검증과 로그인을 위한 홈

페이지 및 전자평가시스템 이외의 외부 홈페이지

접속을 차단함으로써 메일 등을 통한 정보 유출

과 프린터 사용 및 설치 제한을 통해 정보 복사

를 원천적으로 방지함으로써 보안성을 확보한다.

이렇게 본 논문에서는 연구개발사업의 평가전

문성 확보를 위한 전문가 위촉 방안으로써 원격

지 전자평가시스템을 통해 평가에 소요되는 시간

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시함으로써 향후 평가위원 위촉에 전문성을 강

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Ⅲ. 결 론

원격지 전자평가는 사업 수행관리를 위한 전자

평가시스템과 가상데스크탑 연동을 통해 여러 가

지 환경적 제약을 극복함으로써 평가위원이 위치

한 근무지에서 직접 평가할 수 있도록 원격지 평

가가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한다. 이를 통

해 거리적, 시간적, 기기적 제약을 극복할 수 있

는 환경과 가상데스크탑을 활용함으로써 원격지

평가로 발생될 수 있는 평가정보의 유출을 차단

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이러한 원격지 전

자평가시스템은 우수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위촉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계획으로는 원격지 전자

평가시스템과 화상회의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발

표자와 평가자 모두 해당 근무지에서 원격지 발

표와 원격지 전자평가가 가능한 진보된 원격지

평가환경으로 확장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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