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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이로써 1962년 1월 1일,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게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KORSTIC)

될 한국과학문헌센터(Korean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가 유네스코 한국위원
회의 한 조직으로 발족되었고, 1962년 3월에는 설립준비위원장이었던 윤일선 박사가 문교
부로부터 운영대표자로 위촉받고 기관명이‘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 KORSTIC)’로 개칭된다. 이때부터 기구를 확대함
과 동시에 요원 확보에 착수하였고,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apan Information Cen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 JICST)의 업무를 참고로 하여 정보서비스체제를 개발, 제

1. 설립 배경과 연혁

공하기 시작하였다.

1 ) 한국 최초의 정부지원 과학기술전문기관으로 탄생

하도록 사단법인체로 전환하면서 문교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된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정

2차 세계대전 이래 미국과 소련의 우주개발을 중심으로 한 기술개발경쟁이 시작되고, 1957

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보관리 강좌가 시작되었고, 유네스코 원조자금(9만 7000달러 상

년 소련의 인공위성발사 성공으로 자극을 받은 미국은 대통령자문위원회의‘와인버그 보고

당)으로 해외전문가 초청, 직원 해외연수, 자료 복사 및 인쇄 설비 도입 등이 이루어졌다.

서’의 권고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활동정책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전역으

창경원 옆 지금의 서울과학관 자리에 219평의 3층 건물을 신축한 것도 이때의 일이다.

1964년 2월에는 그간의 경험과 조직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

로 확산되는 추세와 맞물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에서도 후진국에 대한 과학문헌센터

2 ) 정보서비스체제 본격 가동

설립을 적극 지원하였는데, 이에 따라 유네스코는 제10차(1958년) 및 제11차(1960년) 총회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을 보다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과학기

에 참석한 한국 대표에게 과학문헌센터 설립을 적극 권고하였고, 1961년 4월 유네스코 아

술처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KORSTIC도 문교부 산하에서 과학기술처 산하로 이관되면서
사단법인체에서 재단법인체로 전환되었다. 1968년에는 대통령의 KORSTIC 육성.강화 특

시아 담당관을 파견, 과학문헌센터 설립에 대한 유네스코의 재정, 기술 지원을 약속하였다.
5.16으로 새로 출범한 정부는 경제자립과 공업화를 위한 기반 구축을 목표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과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1962~1966년)을 동시에 추진
하면서 정부의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 경제기획원에 기술진흥국을 새로 두고 이 계획을 뒷

별지시에 따라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되고, 1969년에는 홍릉연구단
지 내에 부지와 청사(현 KISTI 서울 분원)가 마련되었다.
196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이 제정되었고, 1972년에는 기능 보강을 위해 동법

받침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게 되었다. 이때 유네

이 개정되었다. 1970년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및 무역거래

스코 한국위원회의 과학문헌센터 설립 계획과 유네스코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본부의 지원 권고를 수용하고, 유네스코에 전문가 파견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점차 강화해 나갔

과 9만 7,000달러의 재정 원조를 요청하였다.

고, 이와 맞물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orea

1961년 10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9차 자연과학분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KIST) 설립을

과위원회에서는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윤일선 박사를

시작으로 하나둘씩 전문분야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설립

위원장으로 과학문헌센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과학

되기 시작했다.

문헌센터의 조직과 운영, 관련규정 및 소요예산 등을 심

이 시기, 산업계에서도 제품생산설비 도입에 따른 기술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6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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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석유파동 등 극심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과

2. 주요 기능 및 연구성과

학기술 수준을 보자면, 선진기술의 모방 개발이나 도입 기술을 소화 흡수하기 위한 연구개

1 )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발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이러한 형태의 연구개발에는 국내외 과학기술정보의 활용

KORSTIC은 다양한 분야 정보 이용자들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고려하여 정보자료 수집에

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외부 이용자에 대한 정보자

있어 선정기준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공통적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최적의 정보서비스
가 가능한 정보자료를 선정.수집하였고, 일단 입수한 것은 끊김(결호) 없이 연속성이 유지

료 이용을 제한하고 있어 KORSTIC 활용이 유일한 정보입수 창구가 되었다.

되도록 노력해왔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
로 부설 연구소 설립 등 기술개발 전담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정보 또는 특허전담부

1962년 설립 당시에는 해외정기간행물 1,000종의 기간호 5~10년 분을

서를 설치하거나 전담 요원을 배치하면서 KORSTIC과 연계한 기업 내 정보서비스가 시도

구입할 수 있는 정부예산이 확보되어 엄선된 학술지, 업계지 등의 정기간

되었고, 사내정보 활용교육을 실시하는 업체도 늘어갔다.

행물과 일본 특허자료를 구입하였다. 이후에는 예산의 미확보, 관리시설의

이 같은 환경변화에 부응하여 KORSTIC은 정보서비스 확대를 위해 전력을 쏟았는데, 제

미비, 전문요원의 부족 등으로 신규자료 구입은 물론, 기존 수집 자료의 계

일 먼저 새로운 수요 창출을 위해 산업체를 중심으로 홍보활동을 크게 강화했다. 정보의 중
요성이나 정보 입수.활용 요령, 정보활용 효과, 그리고 KORSTIC의 기능, 서비스 내용, 이

속 구입도 불가능한 어려움도 있었다. 1969년에 이르러서야 예산과 공간,

용 방법과 절차 등을 알리는 데 주력하여 홍보물 배포는 물론, 각 기업체를 방문하여 설명

이때부터 미주, 유럽, 일본 자료는 해당국의 전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자

회를 개최하고,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원 캠페인도 전개하였다. 특히, 1975년에는
KBS TV의‘꽃 피는 팔도강산’이란 일일방송극에서 3일 연속 KORSTIC을 이용하는 내용

전문요원의 확보 등으로 정상적인 수집과 관리업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료대금 연불조건으로 예약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정상적 수집이

KORSTIC
당시의 정보서비스 모토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국내외 비매자료(非賣資料)를 대상으로 기증과 교
환 업무를 대폭 강화하고, KORSTIC 육성법에 따른 국내 자료의 납본제도

을 내보냈는데, 이를 계기로 기업인은 물론, 일반인에게까지도 KORSTIC을 알리는 획기적

를 활용하였다. 1980년 실적을 보면, 56개국 2968개 기관 2951종의 해외 자료와 국내 자

인 계기가 되었다.
KORSTIC은 급증하는 정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자료 수집 규모를 확대하고, 정보

료가 수집되었다. 초기에는 해외 자료와 교환할 수 있는 국내 자료의 미비로 자료 교환에

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새로운 정보서비스를 개발, 끊임없이 서비스 품질을 제고

많은 애로가 있었으나, 국내과학기술정보의 해외 소개를 목적으로 발간한 국내 과학기술문헌

해갔다.
당시 전 세계적으로는 정보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

정보자료 수집현황

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의 제작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 서비스가 이루어지
고 있었다. KORSTIC 또한 1975년 도입한 해외 데이터
베이스 CAC(Chemical Abstracts Condensates)를 이
용, 국내 최초로 컴퓨터 정보검색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이는 지속적인 해외 데이터베이스 도입과 시스템 개발
로 1980년 온라인 대화식 검색 서비스로까지 발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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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청사 건물 준공식(1969년 10월)

연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구입
242
825
1,039
123
744
585
712
917
1,061

(단위 : 종)

기증·교환
151
298
350
621
350
298
795
1,155

연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9
1980

구입
1,230
1,192
1,434
1,614
1,810
1,938
2,114
2,621
2,413

기증·교환
2,077
2,535
2,944
2,575
3,317
3,385
3,614
3,801
2,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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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초록지(Korean Scientific Abstracts : KOSAB)와 국내 의학문헌 영문초록지

3 ) DB 검색 서비스

(Korean Medical Abstracts : KOMAB)가 교환용 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와 정보 수요의 전문화.다양화.대량

이들 자료들은 과학기술문헌속보, 특허속보, 해외잡지목차속보 등 2차 정보자료, 또는 개
별 문헌목차 서비스와 자료열람 서비스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었고, 외부에서 요청하는 정
보자료는 복사 서비스를 통해 제공되었다.
미국의 NTIS를 통해 미국, 영국, 독일 및 일본의 주요 생산업체들의 제품 카탈로그를 입
수하였고, 1978년에는 세계 주요국의 제품 상세 카탈로그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활용
한 바 있다.

화에 대처하기 위해, 1960년 후반부터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CAS(화학), INIS(원자력),
MEDLARS(의학), INSPEC(전기.전자), AGRIS(농업) 등에서 컴퓨터에 의한 2차 정보의
자동편집과 정보검색의 전산화가 실현되기 시작하였다.
KORSTIC에서도 1973년부터 문자정보 처리의 전산화와 국내 데이터뱅크 구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1975년 전담부서로 전산실을 설치하고 정보검색 서비스의 전산화를 추
진하였고, 각종 속보류 등 2차 자료의 자동입력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이란 두 방향으

2 ) 정보조사·검색 서비스

로 전산화 사업을 추진해 나갔다.
1975년 7월, 화학 분야 데이터베이스 CAC를 도입하여 국내 최초로 정보선택조사 서비스

정보조사.검색 서비스는 정보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주제에 대한 관련 문헌이나

(SDI)를 실현함으로써 데이터베이스 검색 서비스의 서막을 열게 된다. 이때 사용한 데이터

특허를 찾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의 유형은 조사검색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소급조

베이스 CAC는 초록형 DB가 아니라 Keyword 또는 Keyword phrase로 구성되어 있었기

사 서비스(Retrospective Searching : RS)와 정보선택조사 서비스(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 : SDI)로 구분되고,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초록지.색지 등을 중요

때문에 효율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검색에 사용된 컴퓨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어(Keyword)나 분류에 의해 접근하는 수작업조사 방식과 질문식(Profile) 또는 중요어에

템이었다. 검색 요청된 주제를 전담 직원이‘질문식’으로 작성하여 배치 방식으로 검색한

의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컴퓨터 검색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초기에는 수작업에 의

후 매월 신청자에게 제공하였다.

한 RS가 중심이 되었고, 1975년 DB검색 서비스 개시로 SDI가 컴퓨터 DB검색의 중심이
되었다.
특허관리가 기업의 중요경영 과제로 등장하면서 자사의 제품이나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전산실의 CD Cyber 73이었고, 검색 시스템은 호주 CSIRO로부터 이전받은 STAIRS 시스

이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하여 원자력기술 관련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베이스도 도입했으나 이용자가 국한되어 있어 한국원자력연
구소에 이양하였다. 1977년에는 전기.전자 분야의 INSPEC, 기계 분야의 ISMEC을 도입

감시하고 해외 동향파악을 위한 해외특허 조사 서비스도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

하였고, 1979년에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COMPENDEX, 화학 분야의 CIN, 미국연구개발

또 KORSTIC 자체적으로 업계의 공통관심 주제를 선정하여 선정된 주제에 대한 RS, 또

보고서 GRA, 세계 특허 분야의 WPI 등 권위 있는 DB를 순차적으로 도입하였다. 1978년

는 SDI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1979년 이후 특허청의 요청에 따라 등록되는 특허의

에는 중형 IBM/138(512K)과 S5300 전산기를 확보하였다.

심사를 위한 선행기술조사를 수행하기도 하였다.

초기에는 SDI를 중심으로 서비스하였고, 1979년부터는 도입DB의 RS, 1980년에는 온라

정보조사 서비스 실적을 보면, 1965년 13주제, 1970년 108주제, 1977년 1,060주제,

인 대화식의 DB검색이 가능하게 되어‘TECHNOLINE’이란 명칭의 온라인 정보검색 시스

1980년에는 1,758주제로 요청이 급증하였고, 당시 선경과 KIST가 공동으로 세계 최초로

템을 가동하기에 이르렀다. SDI의 제공 실적을 보면 1975년 181건, 1976년 196건, 1977년

개발한‘폴리에스터필름 개발’은 KORSTIC이 방대한 정보조사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상당

284건, 1978년 382건, 1979년 488건, 1980년에 492건으로 서비스 규모가 급신장되었다.

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산업체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뒷면에는 KORSTIC 조사검색 서
비스가 크게 기여했다고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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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 관해 독자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수시로 이용자 교육을 실시하기도 하였다.
또, 우리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위하여 1975년부터 한글정보처리 시스템(Kore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KIPS)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시스템을 제어
하는 중앙처리장치인 TK70 컴퓨터를 도입하여 과학기술문헌속보나 특허속보의 자동 편집
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였다. 1979년에 들어서는 중형 S5300을 이용하
여 이들 자료의 자동편집이 이루어졌고, 우리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한 가능하게 되었
다. 더 나아가 이 시스템들을 이용하여 국회 도서관의 국내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이나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색인의 자동편집과 데이터베이스 제작도 이루어졌다.

5 ) 2차 정보자료 발간
‘과학기술문헌속보’는 정보처리된 문헌을 학문분류별로 편집하여 월간 또는 반월간으로
제작한 2차 정보자료로서, 입수된 최신 정보의 소재(所在)를 정보이용자에게 알리거나 정
보조사용 도구로 활용하는 자료이다. 1962년‘과학기술문헌목록집’의 제호로 발간되기 시
작하여 1963년 2분책(수학.물리.화학.공학편, 생물.약학.농학편), 1964년 3분책(수학.물
리.기계.금속.광산.전기.전자편, 화학.화공.석유.토목.건축편, 생물.농학.약학편), 1969년 4
분책(수학.물리.전기.전자편, 기계.금속.광산.토목.건축편, 화학.화공.섬유편, 생물.농학.약
학편), 1970년 5분책(수학.물리편, 전기.전자편, 기계.금속편, 화학.화공편, 생물.농학.약학
편)으로 발간하였다. 1975년 컴퓨터에 의한 자동편집을 연구.검토하기 시작하였고, 차후에

4 ) 문헌·특허정보 처리

는 이것이 데이터베이스로 발전하였다.

문헌·특허정보 처리는 해외 과학기술 분야 잡지에 게재되어 있는 논문이나 기사, 특허공

‘외국특허속보’는 정보처리된 특허를 분류별로 발간하였다. 1963년 일본 특허를 중심으

보류 중 개별 특허명세서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적합성 내지 장래 유용성 등의 선정기준에

로‘외국특허목록집’을 발간하였고, 1964년에는 이를‘외국특허속보’로 개칭하여 월간으

따라 선별한다. 그리고, 이의 내용을 분석하고 번역하여 UDC를 근거로 조정한 KORSTIC

로 발간하면서 일본과 미국 특허를 수록하였다. 1965년부터 특허정보량의 급증으로 발간

분류표에 따라 분류표를 작성하고, 서지사항을 지시하여 정보의 소재와 내용을 파악할 수

주기를 월간에서 반월간으로 변경하였다.

있도록 압축 변환하는 과정이다.

‘외국 학술잡지 목차속보’는 전문잡지의 최신호 목차를 편집.발간한 자료이다. 1971년부
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자체 수집하고 있던 경영.경제분야 외국 학

1963년 5만 건이던 것이 1980년 300만 건으로 60배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과학기술문
헌속보나 특허속보로 발간되었다.

술지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DI) 입수잡지를 이용하여‘외
국학술잡지 목차속보 경영.경제편’을 월간으로 발간하여 전경련을 통해 배포하였다. 같은

연도별 정보처리 실적

연 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문헌
2,017
36,527
60,755
60,314
24,847
50,054
40,864
63,882
78,909

(단위 : 건)

특허
14,406
5,883
57,200
20,000
48,030
49,430
47,400
48,870

계
2,017
50,933
66,638
117,514
44,847
98,084
90,294
111,282
127,773

연 도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9
1980

문헌
83,817
80,281
83,829
86,720
89,557
131,927
147,757
178,685
176,283

특허
59,900
60,000
76,800
85,000
85,000
90,000
105,000
130,000
130,000

계
143,717
140,281
160,629
171,720
174,557
221,927
252,757
308,685
306,283

해 대한의학회의 요청에 따라‘의학편’을 월간으로 발간하기 시작하였고, 1972년에는 한
국교육개발원과 협조하여‘교육.사회.심리편’을 격월간으로 발간하였다.
국내 과학기술정보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적인 정보자료 교환을 위해 국내 발표논문의 영
문초록을 작성하여 초록지를 발간하기도 하였다. 1969년부
터 국내과학문헌영문초록지(Korean Scientific Abstracts :
KOSAB)를 격월간으로, 1971년부터는 국내의학문헌영문초
록지(Korean Medical Abstracts : KOMAB)를 계간으로 발
간하였다. 또 1975년부터는 한국특허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
국특허영문초록지(Korea Patent- Abstracts : KOPAB)도
발간하였다.
이외에도 외국 과학기술 잡지의 국내 공동 이용을 위하여,
정보제공을 위한 각종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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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TIC을 포함한 국내 주요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단체 등이 수집하고 있는 연속간행

KORSTIC은 이상과 같은 2차 정보자료나 정보분석자료 등의 발간을 위해 전문출판 부서

물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여‘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으로 발간하였다.‘한국과학자 업적목

를 두었고, 독자적인 인쇄시설을 보유하고 있었다.

록’은 1945년부터 1966년까지의 국내외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연구논문집 등에 발표된
학술논문과 학위논문 1만 664편의 목록을 영문으로 수록한 것으로, 1966년에 발간되었다.

7 ) 자료복사 서비스
KORSTIC의 속보 서비스나 조사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는 목록이

6 ) 정보분석자료 발간
중소기업은 정보활용에 대한 인식도 낮고 실제로 정보를 이용하려고 해도 정보입수 방법도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외국어로 된 해외정보 해독에 큰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중소
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정보 활용 능력이나 요구에 부합되도록 정보를 가공.
분석.해설한 업종별 전문정보 분석지를 정기적으로 제작하여 제공하였다.
1974년 한국약품공업협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제약기술정보지를 시작으로, 1980년까지
모두 25개처의 조합이나 협회와 협력하여 공통적인 애로기술이나 관심주제에 대하여 월간
또는 격월간으로 발간하여 이들 단체를 통하여 산하 회원기업에게 배포했다. 이러한 정보
서비스체계는 업계 측에서는 자사의 실정과 요구에 맞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게 되었고,

나 초록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근거로 하여 결국에는 자료 원문에
접근해야 한다. KORSTIC은 이를 위해 소장 자료와 국내 타기관 소장 자료를 제공하였고,
국내에 없는 자료는 해외정보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였다. 자료복사 서비스가 시
작된 것은 1963년으로, 당시에는 국내에 지금의 복사기와 같은 전자감응식 복사기가 보급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를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로 촬영하고, 인화하여 복사물을 제작.제
공하였다. 이에 필요한 마이크로필름 카메라 등 부대시설 일체를 유네스코의 원조를 받아
확보했는데, 당시 외부 기관의 주요자료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해주는 용역도 수행한 바
있다. 1973년 들어 비로소 제록스 복사기를 활용한 복사 서비스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KORSTIC에서는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주면서 정보 마인드를 제고함으로써 정보 수요

8 ) 정보보급체제 정비

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생의 정보서비스 형태는 테크노네트아시아 참

지방사무소 설치

여국으로부터 가장 이상적인 실현가능한 중소기업용 정보서비스로 평가받았다.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지방에 공업단지가 조성되고, 지방 소재 기업들의 기

1969년 창간한 월간‘외국 과학기술 하일라이트’는 자체적인 기술정보분석지로 선진국

술개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갔다.

의 최신 기술이나 신제품 개발동향 등을 단신으로 소개하였다.‘외국 과학기술 하일라이

이에 1969년부터 지방에 있는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 편의성 제고와 정보수요 확장을 위

트’는 1970년‘해외기술정보’로 개칭되었고, 1971년에는 월간에서 격월간으로 발간주기의
변경이 있었다. 1975년에는 제호를 다시‘신제품.신기술’로 변경하였다. 당시에는 과학기

한 방안으로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지방사무소는 지역 내 정보이용 회원의 관

술 관련 저널이 없었던 터라‘신제품.신기술’은 산업체 특히 중소기업체에서 호응도가 높

안내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지방상공회의소와 이를 연차적으로 설치할 것을 협의

았고, 이후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시절까지 기관을 대표하는 저널이었다.

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1971년 부산상공회의소 내에 부산지소를 설립하여 울산, 마산 등

정부의 기계공업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정부지원하에 주요 기계기술 관련 주제를 선정,
이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분석하여 1978년부터‘기계기술현황분석’을 발

의 공업단지와 경북을 포함하는 영남 지역을 담당하게 하였다. 1977년에는 창원지소, 1978년

간하기도 하였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에 의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기술

정부출연 연구기관과 대기업 연구소가 입주할 예정으로 되어 있었다. KORSTIC에서도 대

과제 24개 부문 중 열처리, 도금, 염색가공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하고, 이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분석.해설하여 3종의‘취약기술정보지’를 주간으로 발

덕연구단지 내에 대덕분소를 설치하기로 하고 1978년 대덕분소용 건물 부지 2만 평을 확

간하여 2500여 관련 업체에 배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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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대구지소가 설치되었다. 1976년부터는 정부의 주도 아래 대덕연구단지가 건설되고

보하였으며, 우선 한국화학연구소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였다. 이후 전국에 걸쳐 12개의 지
역정보센터를 설치.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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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회원제도 운영

매년 1~2회 정보관리 강좌를 개최하였다. 정보관리 강좌는 매회 2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KORSTIC은 1963년 정보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예산사정과 정부의 방침으로 서비스에 소

진행되었는데, 1980년까지 24회가 개최되었고, 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시 KORSTIC 직

요되는 실비용은 수익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가 갈수록 정보

원을 파견하여 정보관리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교육하였다.

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되면서 1968년에는 경제적이고 편리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정

1971년에는‘정보관리연구회’를 조직하여, 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정보관리업무에 종사

보이용 회원 제도를 정식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회비(예탁금)를 납입하면 즉시 회원자격이

하거나 이 부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입하여 공동으로 연구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마

주어지고,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소요비용을 공제하도록 하였다. 예탁금의 규모에

련하였다. 1977년에는 일본 정보서비스 기관 시찰단을 구성하여 파견하였고, 1979년에는

따라 등급제로 회원을 운영하였는데, 각 등급마다 제공 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지정해주고,

미국에, 1981년에는 유럽의 온라인 정보서비스 기관(Dialog, BRS, SDC 등)에 견학단을

비용의 할인 또는 할증의 혜택과 더불어 우편에 의한 정보이용, KORSTIC 각종 행사의 우

파견한 바 있다.

선 참여 등 부가적인 혜택을 부여하였다.
회원제도를 운영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제공되었고, KORSTIC

10 ) 국제협력 활동

은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의 체계적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이들에 대한 정보요구조

1967년 과학기술처로 이관되고 재단법인체로 전환되면서부터 KORSTIC의 국제협력 활동

사를 통해 자료수집 및 정보서비스의 개선에 적극 반영하기도 하였다. 연도별 회원현황을

이 본격화된다.

살펴보면 처음 시작한 1968년도에 85개처, 1969년 169개처, 1970년 184개처, 1971년

국제문헌정보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 FID)은 문헌정보

306개처, 1972년 326개처, 1973년 371개처, 1974년 326개처, 1975년 414개처, 1976년

활동의 국제적 기술교류와 보급을 위해 설립된 국제 민간단체로, 국제 10진 분류표

416개처, 1977년 509개처, 1978년 515개처, 1979년 606개처, 1980년 684개처, 1981년
656개처로, 해가 갈수록 정보이용 회원당 정보이용량이 급증하였고, 정보서비스 요율이 인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 UDC)의 국제적 관리와 보급, 각국 문헌정보 활동
의 조사와 초록.번역 활동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문헌정보 관계의 국제규격 제정업무를 담

상됨에 따라 KORSTIC 자체 수입도 크게 확대되었다.

당하고 있다. KORSTIC은 1969년 5월 국가 대표회원으로 가입신청을 승인받아 1970년

9 ) 정보관리기술의 보급
1970년대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자, 기

35차 총회에서 인준받았다.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대양주회의(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 Commission for Asia and Oceania : FID/CAO)는
FID 가입국가 중 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 국가로 구성된 분과위원회이다.

술자, 과학자 등 정보이용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관련
교육이 절실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자료의 선정과 입수, 정보자료의 정리와 보존, 정보의
초록.색인 작성, 정보의 분류법과 분류기준, 정보의 축적.검색, 정보의 사내 서비스, 정
보관리의 전산화, 정보관리부문의 조직과 운영, 국내외 정보관리 사례의 조사.분석, 국내외
정보관리기술의 동향 등 정보의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와 보
급, 선진국 정보서비스 기관 견학활동 지원 등이 KORSTIC의 중요한 기능이었다.
이를 위하여 1963년부터 1966년까지‘KORSTIC’지를 발간하였고, 1971년에는 이를‘정
보관리연구’지로 개제(改題)하고 격월간으로 발간하였다. 또, 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종
사할 정보관리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KORSTIC 내외의 전문가를 강사로 하여 1966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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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TIC은 1969년 FID 회원국으로 자동적으로 FID/CAO 회원이 되어 활동하였다. 또
한 1974년에는 FID/CAO 제3차 총회를 유치하여 서울에서 개최한 바 있다.
Technonet Asia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캐나다 IDRC(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er)에서 조직한 것으

정보마인드 확산에 큰 기여를 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경제.기술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1982년 국제경제연구원(Korea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e : KIEI)과 통합하여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 새로이 출범하게 된다.

로, 협력회의와 전문요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RSTIC은 중소기업진흥공
단과 함께 Technonet Asia의 한국 대표기관이었다.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JICST)는 초창기부터 KORSTIC과 관계가 깊은 기관이다.

주요 연혁
1962년 1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한국과학문헌센터’로 발족

KORSTIC 설립 초기의 정보서비스 내용과 절차는 JICST의 것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1968년 양 기관은 제1차 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 합의에 따라 정보자료 교환, KORSTIC 직

1962년 3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로 개칭

원의 JICST 연수, KORSTIC 정보처리 기계화를 위한 JICST의 기술협력 등의 내용을 포

1967년 5월 과학기술처 신설, 문교부 산하에서 과학기술처 산하로 이관

함하는 협력각서를 교환하였다.

1972년 1월 부산지역정보센터 설치

미국국립기술정보국(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 NTIS)은 미국 연방정

1964년 2월 사단법인체로 전환, 문교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

1978년 2월 IBM 모델 138 가동

부와 주정부에서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결과보고서(기술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 세계에 보급하는 국가정보서비스 기관이다. 1974년 KORSTIC은 NTIS와 협약을
체결하고 NTIS 서비스를 국내에 보급하는 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이외에도 대만과학기술정보중심(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
STIC)과 1973년 협력각서를 교환함으로써 KORSTIC과 정보자료 교환, 정보조사, 직원상
호 파견연수 등의 협력사업을 수행하였다. 1975년에는 인도과학기술문헌센터(Indian
National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 : INSDOC)와 번역협력 사업에 합의하였는
데, KORSTIC은 일어를 영어로, INSDOC은 러시아어를 영어로 번역해 주기로 하였다.
정보이용자가 요청하는 문헌 중 국내에 보유되어 있지 않은 자료는 해외복사협력기관에
의뢰하여 입수.제공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이를 위해 일본의 국립국회도서관(NDL), 특허
데이터센터(PDC), 북리기념의학도서관(KMML)과 협력 관계를 맺었으며, 미국의 John
Crerar 도서관(JCL), 국립농업도서관(NAL), 미국특허청(USPO), 그리고 영국의 국립도서
관대출부서(BLLD), 프랑스의 국립과학연구본부문헌센터(CNRS/DC)와 협력하였다.
1962년 1월 한국과학문헌센터로 발족한 KORSTIC은 우리나라 경제가 태동하는 1960년
대부터 1980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당시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정보산업의 황무지에서,
KORSTIC은 정보자료 수집과 정보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산학연의 신기술 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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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답기로 유명한 홍릉 분원의 뒷동산과 연못에 있는 꽃과 나무 하나 하나에도 김 소장님
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것이 없었다. 그때만 하더라도 전체 직원 수가 백 명도 채 되지 않았으니, 마

KORSTIC

치 가족 같은 분위기에서 소장님을 모시고 화목한 가정을 꾸리듯 일일이 정성을 드렸던 것 같다. 근

김두홍소장님을 기리며

무시간 내내 책과 씨름하다가 한 달에 한 번쯤 전 직원이 모두 운동화 차림의 소장님과 함께 연못
주변의 잡초를 뽑았던 일도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아있다. 지금 되돌아보면 그토록 자연을 사랑하는
분이셨기에, 성품 또한 그렇게 자상하셨던 게 아닌가 생각된다.
퇴임 후 부산여자대학교에 재직하실 때, 한번은 학생들을 데리고 우리 연구원을 방문하신 적이 있

글 / 김석영 분원장
sykim@kisti.re.kr

었다. 1986년 분원의 벚꽃이 화사하던 봄날이었던 걸로 기억한다. 그때 그토록 사랑하던 직원들과
몸소 가꾸시던 나무, 꽃들을 보시면서 감격에 겨워 눈시울을 붉히시던 모습이 내내 기억이 난다. 그
이후 1996년 KINITI 홈커밍 행사에서 한 번 뵈었고, 그 후로는 뵐 수 없었다. 2000년 향년 72세
로 타계하셨기 때문이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통산 45년사’제작을 바라보며, 가장 자주 생각났던 분이 바로 한국

지난 2006년 홈커밍데이에서는 김두홍 소장님의 빈자리가 유난히 커 보였다. 그만큼 그리움이 컸

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초대 소장을 지내신 김두홍 소장님이었다. 업무에 대한 열정은 물론

던 탓이다. 이제는 고인이 되신 소장님께서 그 시절 KORSTIC을 모체로 현재의 발전된 KISTI를 내

나무 한 포기, 꽃 한 송이까지 사랑하시던 김두홍 소장님의 인자하신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려다보신다면 무척 흐뭇해하시리라 생각된다. 다시 한 번 김두홍 소장님의 크신 덕망과 헌신적인

김두홍 소장님은 KORSTIC을 10년간(1971년부터 1980년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다. 원래는 국내에

공로를 기리며 존경하는 마음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서 역사학과 교육학을 전공하셨으나 일찍이 해외에서 과학기술 정보관리자 과정을 수료하신 후,
우리나라에 최초로 과학기술정보를 소개하고 현장에 접목하신 분이다. 1970년대에 세계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한국위원회 위원장, 국제문헌정보연맹아세아태평양지역회의(FID/CAO)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크신 분이셨다.
김 소장님의 많은 업적 가운데서도 가장 크게 기억되는 것은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1973년에 발
표하신「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National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NASSTI)」
에 대한 구상이다. 머지않아 과학기술 R&D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이 급
격히 커질 것을 예측한 김 소장님은 정보의 수집, 분석, 검색, 제공, 전문가 양성, 표준화 등을 종합
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가적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자 NASSTI를 구상하셨고, 이
는 지금까지 우리나라 국가과학기술정보정책의 초석이 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KORSTIC을 떠
나신 후로는 부산여자대학교(현재 신라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후학 양성에 심혈을 기울이
셨으며, 1993년 정년퇴임 시 발간하신 기념논문집「情報의 世界」
는 현재까지도 관련분야의 귀한
참고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김두홍 소장님은 자그만 체구와 창백하고 마른 외모 때문에 차가운 이미지를 갖고 계셔서 처음에
는 선뜻 다가가기가 힘들었다. 그러나 뛰어난 유머감각으로 금방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곤 하셨
다. 항상 부드러운 표정으로 직원들을 따듯하게 격려해주시던 김 소장님. 칭찬은 크게 해주시되, 나
무람이나 가르침은 오직 표정으로만 읽을 수 있는 분이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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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 절차는 이러했다. 일단 요구자가 상담을 요청해 오면 연구주제에 맞는 3차 자료 즉,
지난 1년간 발생된 정보 자료 중에서 발표된 문헌의 시기를 알 수 있는 연간 색인지를 선정했다.

과학기술문헌속보.특허속보
발간 및 기술정보조사

이 색인지에서 요구 주제에 맞는 자료 번호를 하나씩 적은 후 그에 해당되는 2차 자료 즉, 초록이
있는 월간 문헌속보를 찾아 조사자가 일일이 복사하고, 그 중에서 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록만 오려 편집해서 제공하는 형태였다. 지금 생각하면 참으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
이었다. 그러나 처음 정보조사.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63년만 해도 이용실적은 매우 미미했다. 시행
한 첫해 1건, 다음 해는 9건의 이용실적이 있었고, 69년까지의 총 실적도 겨우 56건에 불과했다. 그

글 / 김능수 지원장, 대구경북지원
nskim@kisti.re.kr

러나 70년대 들어 국내 기업들 사이에 R&D가 활성화되면서 조사검색 서비스도 본격화됐고 전담
부서까지 두게 됐다. 기술개발이 기업의 성패를 가르는 중요한 요건으로 등장하자, 특허 관리 역시
기업의 사활이 걸린 중요 경영과제로 등장하게 됐다. 자연스럽게 자사의 제품이나 기술에 관련된

1970년대 중반부터 국내에서도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기 시작했고, 정보의 수요도 급증

해외특허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맞춤정보 서비스도 빠르게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우리 연구원의 정보조사 .검색 서비스가 위기의 상황에서 기업을 구한 사례도 많았다. 한

했다. 필요한 자료가 방대해지니 자료의 소재를 찾는 것도 문제였다. 정보의 수집뿐만 아니라 수집

번은, 지금은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한 한 전기제품 업체의 직원이 이미 생산해서 납품하고 있는 양

된 과학기술정보를 필요한 사람에게 얼마나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가가 또 하나의 문제로

면식 배전관에 대해, 일본 업체로부터 특허권 침해 경고장을 받았다며 헐레벌떡 달려 온 적이 있었

대두되기 시작했던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1960년대 후반부터 컴퓨터에 의한 2차 정보의 자동

다. 처음엔 그 특허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어서 우리 역시 망연자실해 있었다. 그러던 중 비슷한 제

편집과 정보검색의 기계화가 미국의 NASA, DOD, 화학회(CAS) 등에서 조금씩 이뤄지기 시작하고

품사진을 해외문헌 어딘가에서 본 것 같다는 한 연구원의 말에서 힌트를 얻어, 우리는 1주일 밤낮으

있었다.

로 관련 문헌들을 뒤졌고 결국 특허제품의 도면을 찾아낼 수 있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회사로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에서도 1973년부터 문헌정보처리의 전산화와 국내 데이터뱅크

터‘덕분에 큰 손실을 면할 수 있었다’
는 연락을 받았는데, 그 말을 듣고 내 일처럼 기뻐했던 기억이

구축에 대해 심도있는 검토가 시작됐다. 1975년부터는 전담부서로 전산실을 설치하고 컴퓨터로 정

난다. 요즘도 기업이나 기관의 전산실에 설치된 그 회사의 제품을 보면 당시의 기억이 떠올라 가

보검색 시범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문헌을 학문분류별로 편집해서 월간 또는 반월간으

슴이 뿌듯해지곤 한다.

로 책자로 만들어 발행했는데,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수록돼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2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와 산업계의 패러다임은 70년대에, 단순제조에서 R&D 중심으로 급격하게

차 정보자료로 만들어진 그 책자가 바로「과학기술문헌속보」
와「특허속보」
였다. 당시 이 두 가지

전환됐다. 그때의 환골탈태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인 지금의 우리나라를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

속보는 뉴스 속보와는 달리 제작에 엄청난 시간이 소요됐다. 일단 일일이 입수된 자료를 분류 등록
한 후 이것을 해당부서 관련자에게 이송을 하면 전공자가 일일이 관련문헌을 선택해 추출했다. 그

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당시의 활발한 R&D에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을 새워가며「과학기술문헌
속보」와「특허속보」를 만들고 정보조사.검색 서비스를 하던 KORSTIC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리고 난 후 서지사항을 작성해 분류하고 타이핑과 교열 작업을 해 출판인쇄, 제본 우송이라는 과정

있었다.

을 거쳐서 만들었기 때문에 책자 제작에 무려 1~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다. 지금 생각하면 속보

지금의 KISTI, 과학기술계 그리고 국가 경제수준을 보면 당시‘우리의 노력이 결코 헛되지 않았구

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였다.

나’하는 자긍심을 갖게 된다.

그러나 대학원 재학시절 논문을 쓰기 위해 며칠 동안 자료를 찾다가 교수님의 소개로 KORSTIC을
찾아가 일일이 논문을 검색하던 때에 비하면,「과학기술문헌속보」
와「특허속보」
는 비약적인 발전
이었다. 또 하나 KORSTIC에서 했던 중요한 일 중 하나는 1963년부터 시작된 정보조사.검색서비
스였다. 이것은 정보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주제에 대한 관련 문헌이나 특허를 찾아 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 최초의 맞춤 정보서비스인 셈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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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베이스의 수록범위도 최근 2년간의 자료를 모두 수록할 수 있는 정도가 됐다. IBM
4341이 도입되기 전만 해도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를 수록할 디스크 용량이 부족해 이틀에 한 번

공중통신망을통한 온라인

정보검색서비스

씩 데이터베이스를 교체했으니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다. 성능이 향상되고 안정되자 지역
센터로 서비스를 확대했고, 1983년 5월에는 부산지역센터, 12월에는 대구지역센터에 단말기를 설
치했다. 그러나 당시에는 온라인 정보검색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에 일일이 장비를
싣고 다니며 기능에 대한 홍보를 하는 이른바‘지방순회공연’
도 불사해야 했다. 일껏 부산까지 내
려갔다가 케이블 하나가 부족해 소동이 일어나는 어려움도 가끔씩 겪었다.

글 / 예용희 책임연구원, 지식기반팀
yaeyh@kisti.re.kr

그러나 이런 우여곡절을 겪는 동안 1983년에는 데이콤이 세계 33개국과 연결할 수 있는 공중정보
통신망을 개시하였고, 1984년에는 국내공중정보통신망(DACOM-NET)이 개통되었다.
부산과 대구 몇몇 지방도시에서만 서비스받을 수 있었던 KIETLINE. 그러나 그로부터 1년 뒤인
1984년 KIET는 전국 어디서든 개인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온라인 검색할 수 있는 공중망

21세기 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정보든 인터넷검색 몇 번이면 찾을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

서비스 시대를 열었다. 비로소 KIET가 보유하고 있는 CAS(화학 분야), INSPEC(전기전자 컴퓨터

다. 궁금증이 있으면 일단 컴퓨터부터 켜고 보는 게 일상화돼 있다. 그러나 불과 30년 전만 해도 지

분야), WPI(세계특허) 외에도 8종의 해외도입 데이터베이스를 일반 직장이나 가정에서 서비스 받

금의 이런 네트워킹 기술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을 수 있게 된 것이다. 방법은 사용자가‘KIETLINE’
에 전화를 걸어 연구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DB 검색 서비스를 시작한 것은 1975년 한국과학기술정보

후 온라인 대화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 원하는 정보를 찾아내는 식이었다. 당시로선 획기적

센터(KORSTIC)에서였다. 하지만 그때는 지금과 같은 온라인 서비스가 아니라 CAC(Chemical

인 서비스였지만 지금에 비하면 무척이나 불편했다. 우선 개인용 컴퓨터(IBM Compatable PC)를

Abstracts Condensates)라는 데이터베이스를 자기 테이프 형태로 도입하여 컴퓨터에 저장시킨 다

RS232C 케이블로 모뎀과 연결시키고 난 후 모뎀을 또 다시 전화회선과 연결하여 통신 프로그

음, 이것을 검색해 정보를 요청한 사람에게 우편으로 일일이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램을 동작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 이용된 컴퓨터는 KIST의 Cyber 72-14였다. 지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원시적인 방법

20여 년이 지난 지금 IT 강국, 초고속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 국가로 손꼽히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이었지만, 일일이 수작업으로 정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컴퓨터로 정보를 검색한다는 것은 매우

보면, 연구실 옆에 잠자는 방을 따로 마련해 놓고 수없이 밤을 지새우며 연구를 했던 지난날들에 대

놀라운 일이었다.

한 감회가 새롭다. 당시에 뿌린 작은 씨앗이 지금의 큰 열매로 돌아왔듯,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은

그러다 1978년 IBM 370-138 주전산기를 설치하고 IBM의 STAIRS라는 정보검색 시스템을 이용

더 많은 씨앗을 이 땅의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뿌릴 것이다. 앞으로 20년 뒤, 그 열매들이 얼마나 탐

해 CAS search, NTIS, Compendex, INSPEC 등 8종의 데이터베이스를 검색 서비스하면서 테크

스러운 모습으로 맺히게 될 것인지 벌써 기대가 된다.

노라인(TECHNOLINE)이란 이름으로 매월 SDI 서비스를 시작하게 됐다.
이렇게 제한적인 서비스가 가동되고 있을 즈음 민간 제약회사에서도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어 이용하기 시작하자, 당시 전자계산부 부장이었던 유경희 박사를 비롯한 연구원들은 온라인 정
보검색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주장했다. 그리고 호주의 CSIRO에서 기술지원을 받아 온라인 검색
시스템을 설치하고 데이터베이스 포맷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
는 등 정보검색에 필요한 기술적인 기본 환경을 구성하기 시작했다.
TECHNOLINE이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를 시작했던 온라인 정보검색 서비스는 1982년 한국과학기
술정보센터(KORSTIC)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 바뀌면서
‘KIETLINE’
으로 변경된
다. 또 정보검색에 쓰이던 주전산기도 IBM 4341을 도입함에 따라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돼

123

과학기술 INFO STORY

1962 KISTI HISTORY 2006

124

004과거기관수정 2006.8.9 10:31 PM 페이지25

mac31 150LINE

1982

KISTI

HISTORY

KISTI 이전기관 연표
KORSTIC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962~1981

KIET

KINITI

산업연구원
1982~1990

산업기술정보원
1991~2000

KORDIC
연구개발정보센터
1993~2000

KIST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1~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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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대통령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현판식에서“KIET는 기업에 필요한 산업.무역.
기술 분야의 정보를 수집.전파하는 기업의 두뇌은행으로서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

제2장

산업연구원(KIET)

공하는 산업정보의 총본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경제발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핵심기구로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력과 자료를 확보하라”
고 당부했다. KIET는 1984년 8월 27일 명칭이‘산업연구원’으로 개칭되고 영문명은 그대
로 사용하게 된다.
KIET 초기에는 산업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에

1. 설립 배경과 연혁

큰 비중을 두었고, 산업연구와 기존의 지역연구에도 연구역량을 결집시켰다. 1980년대 후

산업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echnology : KIET)의 설립
은 당시의 경제적 상황과 정치적 야망의 산물이었다. 1977년,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수출에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의 국제화 필요성이 증대되고 지역연
구의 다양화가 요구되었다. 당시 경제정책을 주도하던 정부 관계자들 사이에선‘선진조국
창조’라는 국가 슬로건과 함께 자연스레 기술혁신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이바
지할 새로운 기관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논의가 있었고, 이러한 논의는 곧 현실화되었다.
당시 정부의 정책입안자들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업경쟁력의 요체가 기술
혁신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했다. 그리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정보와
경제정보를 동시에 제공함으로써 이들 정보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현실에 기
초한 산업정책 방향을 제시할 국가기관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과학기술입국의 주체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던 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Korea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 KORSTIC)
는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국제경제연구원(Korea

반에 들어와서는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강조되었는
데, KIET는 이에 부응하는 다각도의 노력을 강구했다. 1986년 12월 홍문신(洪文信) 4대
원장이 취임하면서 조직개편을 통하여 연구단위 조직 명칭에 정보조사를 강조함으로써 설
립목적에 의한 본래의 기능 강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통합된 양 기관의 기능이 성격상 판이하고, 연구원의 전공분야 또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로 크게 달라 국가 기술정보 유통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
결국, 1989년 8월 산업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the Center for Industrial and
Technical Information : CITI)는 전 직원이 서명한‘산업연구원(부설)산업기술정보센터
는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취지의‘국가기술정보유통체제의 강화를 위한 제언’성명서를
발표하기에 이른다.
산업기술정보센터는‘경제연구’와‘기술정보유통’이라는 이질적인 업무기능을 통합하면
서 경제연구 중심으로 연구원이 편중.운영되어 왔다고 지적하였다. 또, 사회적인 수요증가
에 의해 기술정보유통 부문에 대한 업무량이 급증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업무수행 기능은
축소되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범국가적인 기술정보유통체제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e : KIEI)과 통폐합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정보센터를 모태로 한‘기술정
보 전담기관’을 시급히 설립.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되어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echnology : KIET)으로 새

이와 같이 두 기관의 물리적 통합이 적지 않은 문제점을 노출

롭게 출범하게 된다. KIET는 1982년 1월 11일 전두환 대
통령을 설립자로 하여 산업.무역 및 기술 등에 관련된 정

시키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KIET는 결국
1991년 1월 산업연구원과 산업기술정보원(Korea Institute

보자문 기관으로 설립되고, 이에 앞서 1982년 1월 7일에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 KINITI)으로
다시 분리.독립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

박성상(朴聖相) 초대 원장이 취임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개원 현판식(1982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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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정보의 총본산 역할
산업연구원법 제1조에는 산업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국내외의 산업.무역.기술과 해외지역
및 산업.경제에 관한 국제협력기구의 동향 등 국제 경제 전반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따라 대구의 섬유관련 자료나 부산의 일본 공개특허자료 등 지역별 전문 정보자료를 비치
함으로써 기업 등 정보이용 회원이 쉽게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 지원(支院)업무 강화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
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도우며 나아가 국가의 산업.통상.기술 및 국제협력에 관련된 정책

당시 국내 제조업체의 75%가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대다수가 부품생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

수립에 이바지하는 데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규모나 자금, 위치, 조직 등의 한계로 인해
산업.기술 및 해외시장 등에 관한 정보를 서울에서와 같이 쉽

1 ) 산업정보인프라 구축
산업연구원은 정보의 총본산 역할과 기업에 대한 가정의(家庭醫)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국
내에서는 유일하게 국내외의 방대한 산업.무역.기술에 관련한 정보를 수집.축적하고 조사.
분석하여 정부 및 기업에 제공했다.
특히 해외의 산업.기술 동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급변하는

중소기업기술상담 서비스 모습

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
여 본원(本院) 보유 데이터베이스와 해외 데이터뱅크의 기술.
시장정보 등을 이용자들이 즉석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부산.

대구.대전.광주.경인.마산지원에 전산정보망을 구축했다.

국내외 정세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했다. 이를 위해 KIET는 대한무역진흥

본원을 포함한 각 지원은 중소기업 등의 기술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정보이용 대상 업체

공사, 외교안보연구원, 국가안전기획부 등 국내 803개 기관과, 공산권을 포함한 국외 50개
국 1,507개 기관과 정보자료의 기증.교환을 위한 협력사업을 펼쳤다.

를 1986년 말 현재 4,661개사(산업연구원 설립 당시 대비 486% 증가)로 확대하고 각종 산
업.기술정보의 제공, 자금 및 기술자 알선, 기술상담 등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쳤다.

또, 종합적인 정보의 수집 및 축적을 위해 화학.화공분야, 전기.전자분야, 기계.금속분야,

중소기업일수록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

생명과학분야 및 세계 특허 등 8개 부문에 750만 건의 정보가 수록된 전산 테이프와 6종의

을 감안하여 원장을 비롯한 연구원들이 서울, 부산, 대구, 대전, 마산, 구미, 울산, 광주, 전

경제통계 데이터베이스를 완비했다.

주, 이리, 여천 등 주요 도시와 공단을 직접 순회하며 기업인, 대학교수, 대학생 등을 대상

또한 전 산업분야와 경제, 시장, 상품 등에 관한 정보 5,300만 건을, 국내에서 손쉽게 활
용할 수 있는 기존의 DIALOG, ORBIT, BRS 3개의 해외 데이터뱅크 외에 SIRLS,
Techno-Tech, GID, Larson Sweeny, Telesystems 등과도 연결하여 해외 데이터뱅크
이용망을 확충했다.

으로 정보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연구원의 기능과 업무를 알리는 등 정보 활용촉진
캠페인을 벌였다.
1982년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 기업의 정보이용 확대를 위해 전 직원이 참여하여 기
업방문 캠페인을 벌였으며, 특히 1983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간에 걸쳐 경인지

산업연구원은 단행본 2만 8,000여 권, 잡지 8,200여 종 54만여 권, 특허 10개국 및 규격

역 소재의 100인 이상 1,132개 중소제조업체를 전 연구원이 분담하여 방문, 연구원 홍보와

8종 등 국내외 간행물도 갖췄으며, 특허청(한국특허),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연구 인
명록), 한국학술진흥재단(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인명록), 국회도서관(석.박사학위논문 색

함께 각 기업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도와주기를 원하는지를 조사하는 등 적극적인 정보수요
개발 활동을 벌였다.

인, 국내 정기간행물 기사추가색인) 등 국내 타 기관에서 소장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 정보의 이용을 촉진했다.
또한 정보자료 열람 기능을 확충하여 기술, 특허, 해외시장정보, 각종 국내통계자료를 포
함한 주요 정부간행물, 정부출연 연구기관 보고서 등을 비치했고, 지원(支院)에는 지역 특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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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기능 및 연구 성과

‘과학기술문헌속보’(월간) :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
별로 분류.색인화한 자료로 수학.물리,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화공, 생물.농업.약학, 경

1 ) 정보자료 수집·가공·축적

영.경제, 외국특허 등 7종을 발간했다.

산업연구원은 원내 직원의 연구와 기술동향 분석활동에 필요한 자료는 물론, 회원 기업체
와 일반 이용자들이 용이하게 열람.복사할 수 있도록 단행본 2만 8,000여 권, 잡지 8,200

‘업종별 전문정보지’(월간, 격월간 또는 계간) : 각 분야별 산업계 협회 및 조합과 제휴하
여‘전기공업기술정보’(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고무공업기술정보’(대한고무공업협동조

여 종 54만여 책, 특허 10개국 및 규격 8종의 자료 이외에도 수요조사에 의해 구독요구가

합),‘비철금속기술정보’(한국비철금속협동조합),‘광업기술정보’(대한광업회),‘제약기술

큰 신규 간행물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했다.

정보’(대한약품공업협회),‘석탄산업기술정보’(대한석탄협회),‘전기전자검사기술정보’(한

또한 해외협력위원회와 제휴, 해외공관을 통해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연구원의 연구.분석
업무에 적극 활용하였다. 나아가 기업.학계.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이 신속히 활용할 수 있

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등 7종의 전문 정보지를 발간하여 각 분야별 회원사에게 무료로 배

도록 수집된 자료를 매주 분류.정리하여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하는 주간지‘해외산업기술

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았다.

정보’를 5,000부씩 발간, 정보이용 회원사 및 유관기관 등에 배포, 활용을 촉진했다.

‘중소기업취약기술 정보지’(반월간) : 중소기업진흥공단과 제휴하여 열처리, 도금, 염색

포하였다. 이 전문 정보지에는 각 분야에 관련한 해외기술, 시장동향, 신제품 소개, 신기술

가공, 금형, 주물, 치공구, 용접, 단조, 자동화, 접착제 등 10종의‘취약기술 통신지도지’를

2 ) 산업·무역·기술 정보의 제공

발간하여 분야별 중소기업에 제공했다. 이 정보지는 상공부가 선정한 24개 취약기술 분야

산업연구원은 기술수준 향상과 신기술 개발, 품질개선을 통해 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했으며, 기업 등의 요구에 의한 기술정보 주제조사

를 대상으로, 일반기초지식, 새로운 아이디어 소개, 사례해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뤘다.

서비스도 병행했다. 연구원 설립 초년도인 1982년도에는 주제조사 제공 건수가 1,300여건

에 따라 수행한 특수 사업이다. 이 정보지는 품질개선, 공정관리, 작업표준화 등에 관한 최

이었으며, 그 수요는 매년 20~30%씩의 증가율을 유지했다.

신기법 및 사례해설 등을 소개했다.

‘생산성 향상 정보’(계간) : 정부가 산업연구원을 생산성 향상운동 지도기관으로 선정함

‘기술도입정보 총람’: 선진기술의 중복도입을 방지하고 도입기술의 기업 간 교류를 간접
적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발간한 책이다. 1962년 이래 국내 및 기업체에 도입된 각종 기술

3 ) 각종 정보지 발간
‘신제품.신기술’(월간) : 해외 최신기술의 동향과 최신특허 및 제품을 소개하는 정보지로서
기업에서 호평을 받았다.

도입 정보를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재무부 국제금융국과 협력하여 3,000여 건의 기술도
입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했다.
‘상품별 제조업체 총람’: 기업의 중복투자와 생산에 따른
과당경쟁과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고 기업 상호간에 국산완제
품.부품.소재의 발주 및 거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
해‘상품별 제조업체 총람’을 발간했다. 국내 처음으로 1982
년 9월 20일 발간된 이 총람은, 직원 50명과 대학생 750명
을 동원하여 약 1개월간에 걸쳐서 실시된 현장조사를 토대로
분류.체계화한 것으로, 2,438페이지 분량에 1만 5,000여 기
업체의 2만 4,000여 품목이 수록되었다. 이 총람을 통해 기

문헌조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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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1사 1기술 개발지원

이처럼 KIET는 1980년대에 정부 정책 수립의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 국내 및 해외의 산업,

산업연구원은 1986년 말까지 총 391개 중소기업체를 엄선하여신제품.신기술 개발을 지원할

기술 동향과 정보를 보급 활용케 함으로써 국가 경제가 자립하고 우리 기업이 국제경쟁력

목적으로 상담, 정보조사 등의 활동을 제공하였다. 이렇게 기획 및 정보해득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의 기획실 및 기술개발실 역할을 대행해 줌으로써 대기업 가정의(對企
業 家庭醫) 역할을 수행하였다.

을 제고하는 데 선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주요 연혁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갖

1982년

1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개원

추고, 이들 기관의 지원을 필요로 하는 기업을 해당 기관에 추천함으로써 기술지도 및 개발

1984년

8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 개정.공포, 산업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알선해 주는 중개역할도 수행했다. 특히 1사 1기술 개발지원의

1984년 10월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부서별로 전담회사를 분담하였다.

1985년

7월

이 사업을 통해 21개 기업에 총 3,024억 원의 자금지원을 추천했고, 이 가운데 남성제약,

1986년

6월 ‘국제 기술이전 워크숍’개시

삼광베리, 서원금속, 신광기업, 광림기계, 한신보일러, 원일철공소 등 7개 업체가 9억
5,000만 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신제품.신기술개발에 성공, 약 3,000만 달러의 수입대체

1988년

5월

온라인 DB 정보제공서비스 개시
기술정보유통센터 설치(산업연구원 하부 조직)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 개소

효과를 달성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들 기업의 성공사례를 실은‘발전에의 도전’을 발간하
여 회원사에 배포했으며, 이외에도 39개 기업 54개 기술과제에 대해 6,028건의 기술정보
를 제공했다.

5 ) 국제협력
기술정보보급 국제세미나
1983년 2월 28일~3월 5일에 걸쳐 6일간 인도에 본부를 둔 지역기술이전센터와 공동으로
기술정보보급에 관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홍콩,
말레이시아, 필리핀, 스리랑카, 미얀마 등 아시아 지역 기술정보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
각국의 기술지식과 경험 등을 교환하고 이의 보급촉진방안 등을 모색했다. 세미나에서는
지역 국가 간 기술정보의 무상교환이라는 내용의‘서울선언문’과 국가 간 정보교류를 촉구
하는 7개항의 권고안이 채택됐다.

산업기술정보 국제워크숍
아시아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11개국 공동체인 테크노네트아시아와 공동으로
1983년 5월 2일~5월 20일에 걸쳐‘기업정보 활용을 위한 산업기술정보 국제워크숍’을 개
최했다. 이 워크숍에는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인도 등의 17개국 50여 명이 참가
하여 세미나 및 정보실무교육을 갖고 국가 간 정보유통에 관한 협력방안을 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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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생태계의 기본 토양으로서
과학기술 정보자원,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이제는 이러한 실물 공간은 물론 다양한 디지털자원,방대한 국내외 협력망과 연계한 yesKiSTi
등의 사이버공간을 통해서도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정보가 시간과 공간의 제한없이 제공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20세기 후반부터 각종 전자매체의 출현과 함께 거대한 지각 변동으로 시작된다. 특
히 최근 10년간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달로 인하여 과학기술정보는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정보의 형태나 제공방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제는 유비쿼터
스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으니, 변화의 속도는 휠씬 더 가속화될 것이다. 한편 정보에 대한 패러다

글 / 최희윤 팀장, 지식기반팀
hychoi@kisti.re.kr

임도 변하고 있다.‘정보의 소유’보다는‘정보의 접근’
,‘정보간 연계’
가 더 중요한 과제가 된 것이
다. 미국 Gartner사의 조사에 따르면 웹(Web)상의 정보량은 매 6개월마다 배로 늘어난다고 한다.
이토록 급증하는 방대한 정보속에서 과학기술자들이 자신의 연구개발에 가장 필요한 정보에 정확

40여년 전만 하더라도 과학기술분야 전문저널을 보려면 도서관 등 관련 기관을 이리 저리 헤

히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RSS(RDF Site Summary)를 이용한 맞춤형정보서비스나 지능화
된 정보검색 엔진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KISTI도 이런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 가면서 과학

매고 다녔다. 더욱이 전문저널에 수록된 연구논문을 찾으려면 두터운 색인집을 뒤적거려야 하고

기술 검색포털사이트 yesKiSTi의 개발, 국내 유수의 인터넷포털서비스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

비록 그 출처를 알아냈더라도 연구논문의 원본을 입수하기에 필요한 시간, 비용, 노력이 만만치 않

용자의 온라인 접근 채널을 다양화해 가고 있다. 정보의 홍수 속에서 특정 기관 또는 국가가 필요

았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당시 KORSTIC)은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에서, DB 구축, 분석, 배

한 정보를 모두 소유할 수가 없으므로, 글로벌 협력을 통해 정보가용성 확대를 도모하고, 상호 접근

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통해 정보의 갈증을 해결하는 독보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국내 과학기

하여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정보서비스 영역을 확대해 가야 하는 것이다.

술계에서는 세계 각국의 어떠한 과학기술정보라도 해결되는 유일한 곳이었던 셈이다. 요즈음도 회

아직도 많은 우리는 정보를 찾기 위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의 바다를 헤매고 다닌다. 모니터

의에서 뵙게 되는 국내 저명한 과학자들로부터 그 당시 우리 기관으로부터 필요한 논문을 입수하

를 종일 들여다 보기도 하고, 클릭을 몇 번 하다보면 찾고 있는 정보가 눈앞에 나타난다. 콘텐트가

여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간혹 듣게 된다. 그럴 때마다 선배님들의 노고에 머리가 숙여지

정확한지 아닌지는 논외로 치고 일단은 무엇이든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환경이 되었다. 수 년 후에

고, 후배의 어깨도 으쓱해진다. 이와 같이 국내 과학기술계를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는 지능적인 컴퓨터가 우리의 마음을 다 알아버리고 모든 해결을 책임지겠다고 할지도 모를 일이

개발 및 콘텐트 구축은 우리 기관의 출발점인 동시에 존립의 의미이기도 하다.

다. 이럴 때일수록 디지털과 아나로그의 융합을 강조한‘디지로그(Digilog)’
라는 용어가 마음에 와

KISTI가 보유한 과학기술 정보자원은 국내에서 가장 방대한 규모를 차지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해

닿는다. KISTI는 이용자가 중심에 있는 디지로그의 실천기관으로서 온라인과 오프라인, 비트와 아

외 학술저널 보유량은 설립 당시인 1962년에 인쇄저널 242종에 불과하였지만, 현재는 전자저널까

톰, 클릭과 브릭(brick), 가상현실과 실제현실 사이의 경계를 넘나들며 정보홍수와 디지털화와 함께

지 포함해 약 14,000종에 이르고 있으며, 데이터베이스 구축 규모는 수천만건에 이른다. 이와 같이

더욱 벌어지고 있는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차원에서 세계적인 과

정보자원의 보유량 뿐만 아니라 구축되는 콘텐트의 내용 및 유형도 다양해졌다. 1차정보원부터 이

학기술 정보기관으로의 도약을 위해 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 구축 등 첨단화된 역할을 선도해 나가

를 가공한 2차 정보원, 3차 정보원은 물론, 사실정보, 분석정보, 동영상 정보에 이르기까지 그 폭이

는 것은 물론, 기관 고유의 정보자원 개발 및 콘텐트 구축사업에도 더욱 매진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넓어지고, 깊이 또한 더욱 심화되고 있다. 정보의 질적 수준 역시 손색이 없다. 세계 모든 과학기술

앞으로도 더욱 성장하고 진화해 나갈 KISTI의 미래를 그리다 보니 인터넷 환경에서 공룡처럼 거대

분야에 관한 최신 정보를 가장 빠르고 정확하게 개발 및 보유할 수 있게 되었고, 부가가치 정보로서

화되고 있는 Google을 패스트 푸드에 비유한 미국 학자의 지적이 떠오른다. 경계가 없는 글로벌

분석정보도 기업은 물론 다양한 연구개발 현장에서 직접 활용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고급화 되

정보 환경에서 우리 연구원에도 지난 40년보다 훨씬 많은 변화가 앞으로 수년동안 일어날 것이다.

고 있다. 1980년대 실물 정보자료를 관리하는 서고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분석 등 관련 분야

이러한 변화를 미리 예측하고 주도해 가면서 KISTI가 과학기술 지식생태계의 기반이 되는 핵심 정

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새로운 정보에 대한 지속적인 추적을 위해 가장 빈번히 드나들던 지식의 보

보자원, 웰빙(well-being) 콘텐트를 개발해서 확산 및 보존, 계승해 가는 지속적인 국가 성장동력으

고였으며, 외부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자료 열람실은 다양한 과학기술 관련 자료를 입수하려는 각

로서 발전해 가기를 기대해 본다.

계 각층 연구개발자들로 가득하던 곳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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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ALOGDB를우리나라에서도검색할수있도록온라인검색체계를갖추었다. 이것을계기로
미국의 최신 특허정보를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고, 특허정보 검색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

대기업특허부서의

리는계기가되었으며, 이때의특허검색및조사기능은국내최고였다고자부할수있다.

산파역할을수행한특허정보실

허정보실을 이용했던 기업 중 하나가 지금은 세계 최고기업으로 성장한 삼성이다. 1980년대 후반 삼

그러다보니특허정보실에는대기업특허담당직원들의발길이끊이는날이없었다. 그 당시자주특
성은 특허와 관련된 곤란을 겪게 되었다. 1987년, 미국의 텍사스 인스트루먼츠사가 반도체 DRAM에
관한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삼성에게 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다. 이 소송에서 지게 되면 약 2억 달

글 / 김석진 팀장, 중소기업지원팀
kimsj@kisti.re.kr

러 가까이를 배상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삼성 직원들은 곧바로 우리에게 달려와 도움을 요청했다. 그
러나 DIALOG DB에 semiconductor를 입력해 검색하자, 무려 1,200여 건의 미국특허가 쏟아져 나왔
다. 당시우리에게는생소하였으나, 막연하게나마중요할것이라고생각되었던DRAM 반도체에대해
서만 1,200건이 넘는 특허를 등록해 놓을 만큼 철저한 그네들의 특허관리에 놀랐고, 우리의 허술한

현대사회에서 특허가 중요하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불과 30여 년 전만

특허관리제도에대해그저자책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삼성은 물론이고 반도체산업에 있어서 경쟁관계에 있었던 금성사, 대우전자, 아남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의 특허관련 업무는 우리나라의 특허 역사와 그 궤를 같이한다.

반도체 등에서도 특허 교육 및 자료협조 요청이 들어왔고 특허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을 뿐 아니라 특

KORSTIC의 특허업무는 1963년 정보처리부로부터 시작됐는데, 당시 특허검색 및 조사 수행기관

허정보분석의중요성또한새롭게인식되었다. 또, 여러대기업에속속특허전담부서가신설되었다.

으로는 국내 유일의 부서였다. 정보처리부에서 처음 발간한 것은‘외국특허목록집’
으로 일본특허

최근 대기업뿐만 아니라 벤처기업 등에서도 특허와 지적재산에 대한 높은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보

를 모아 놓은 것이었다. 당시 우리나라의 기술은 일본의 반도체, 가전제품 등을 모방하여 생산하는

면, 국내 기업체에게 특허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심어 주었던 우리 연구원 특허정보실의 역할

추격기술 개발형태였기 때문에 특허 역시 일본의 정보에 편중돼 있을 수밖에 없었다. 64년, 외국특

은 참으로 지대했었다는 생각이 든다. 또 우리의 힘으로 기업의 존폐가 달린 특허분쟁들을 수없이 해

허목록집은‘외국특허속보’
로 개칭을 하였고, 월간으로 발간되면서 일본특허와 더불어 미국특허를

결했던것을생각하면국가에서부여한과학기술정보보급및활용증진역할을우리나름대로충실히

수록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특허정보량이 급증하자 65년부터는 발간주기를 월간에서 격주간으로

수행했다는자부심을갖게된다.

줄였다.
그러나 정보처리부는 특허만을 전담하는 부서가 아니라 과학기술정보 처리를 주 업무로 하면서 특
허와 관련된 조사용 목록자료를 생산하는 곳이어서 역할에 한계가 있었다. 반면에 해가 갈수록 특
허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은 빠르게 높아졌다. 이러한 시대적 분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에도 일본의
특허정보센터와 같은 특허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해서
1970년대 중반에 특허만을 전담하기 위해 생겨난 것이‘특허정보실’
이었다.
특허정보실의 신설과 함께 특허와 관련된 업무도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특허정보의 수집에서 끝
나는 것이 아니라 색인을 만들고, 조사 대상 국가도 여러 나라로 확대해 나갔다. 그리고 1982년 한
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 기관이 변경되면서 특허정보실에서 만든 특허검색 도구로 국내
최초의 한국특허, 실용신안 분류 및 출원인별 색인을 자체 제작할 수 있게 되었고, 일본특허, 실용
신안 그리고 미국특허의 분류 및 출원인별 색인을 보유하게 됨으로써 국내뿐만 아니라 주요 국가
인 미국, 일본의 특허 검색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 당시에는 최첨단으로 간주되었던 미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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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제3장

위하여 KINITI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1단계
(1991~1993년) 목표인 정보의 수집.가공.유통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2단계(1994~1995년)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에는 국내외 정보유통기반 확충, 3단계(1996~1997년)에는 정보활동의 고도화 및 국
제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단계별 목표로 제시하였다.
정보수집.관리 부문에서는 연간 8,000종의 해외 정기간행물을 수집하고, 정보자원 종합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정보조사.분석 부문에서는 기술.산업시장 정보분석 기능을

1. 설립 배경과 연혁

강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조사와 사업성 분석 등 맞춤형 정보수요

1991년 1월 21일 법률 4320호(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거 국가기술정보 전담기관으로 산업
기술정보원(Korea Institute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 KINITI)이
산업연구원으로부터 분리, 독립하였다. 1982년 1월 1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와 국제경제연구원(KIEI)이 통합된 지 9년 만에 국가산업기술정보의 총본산 역할을 담당
하는 국가기관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KORSTIC은 1982년 1월 1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연구를 수
행하는 국제경제연구원과 통합됨에 따라 산업연구원 기술정보조사부로 축소되었다. 1987
년 7월에는 국가 기술정보 유통업무의 중요성이 재인식됨으로써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개선을 위한 산업정책심의회의 의결에 따라 산업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가 설립되
었고, 1991년 1월 21일 산업기술정보원으로 다시 분리.독립된 것이다. KINITI가 분리.독
립할 당시 박홍식 초대 원장을 중심으로 인원은 170명, 예산은 61억 1,100만 원이었다.
KINITI의 설립 목적은 국내외 기술 및 산업.무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보급하고, 산
업 간 및 지역 간의 원활한 정보교류를 촉진함으로써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데 이
바지하는 것이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주요 수행업무는 국내외 산업기술정
보의 수집.처리.관리.보급, 수집.관리된 정보의 DB 제작,

에 대응하기로 하였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2만 개처의 정보이용회원을 개발하고, 연간
40만 건의 원문 제공, 연간 4,300명의 정보 전문인력을 양성하기로 하였다. 지역정보화 부
문에서는 지역정보센터별 정보 거점 확보로 지역정보 보급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고유
정보 DB제작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가 정보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기
술정보유통협의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1994년 3월 15일 정기이사회는 준사업부제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
였다. 출범 2기를 맞이하여 질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며, 기동성
과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형태를 라인형에서 단위부서 중심의 수령.직
능식으로 개편한 것이었다.
정보자료 확충, DB개발, 전산유통망 구축, 정보시장의 개척 등 장기적으로 투자해야 할
기반사업과, 직접적인 대이용자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업무를 크게 나누어 각 사업의 특성
을 고려한 융통성 있는 운영방식을 도입하였으며, 특히 정보서비스 사업은 준사업부제를
도입, 관련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책임경영체제로 개편하였다.

2. 주요 기능 및 연구 성과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의 조사.분석.연구, 정보의 생산.관
리.보급에 관한 표준화 연구 및 기술개발, 산업기술정보

1 ) 정보유통 및 네트워크 구축

망 구축,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협력 및 유

정보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통 등이다.

해외 핵심 학술지를 비롯한 특허, 연구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였다. 그리고 산업연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경제시책 중점과제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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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최신 정보자료들은 정보자료전산시스템인 KINITI-LIS(Library Information

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였다. KINITI는

System)에 의해 처리된 후, 과학기술문헌정보 데이터베이스인 BIST(Bibliographic

용어도입과 번역을, KORDIC은 시스템과 인터페이스 기술을 각각 개발하여 상호 제공하도

Information on Science & Technology)로 제작되었다. 이밖에도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록 역할을 분담하였다.

의 특허명세서를 수집하여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특허정보서비스 제공도 활
발히 수행하였다. 과학기술정보의 총본산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다양한 콘텐트의 자체적인

BRS 정보검색 시스템 본격 가동

구축은 물론 WPI, INSPEC 등 총 10종의 해외 주요 데이터베이스를 도입, 국내 이용자들

1995년 2월, 기존의 KINITI-IR 정보검색 시스템인 STAIRS와 KIROS를 BRS 시스템으

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제공하였다.

로 교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정보검색 서비스체제 구축사업을 완
료하였다. 내용을 보면 BRS 시스템 한글화를 통한 영문.한글 통합정보검색 시스템 개발과

정보서비스시스템 KINITI-IR 운영

BRS 온라인 서비스에 필요한 제반 체제를 구축하였고, 1995년 2월 24일부터 본격 서비스

온라인 정보서비스시스템은 산업연구원 시절에

에 돌입하였다.

KIETLINE으로 불리던 것을 기관 분리로 인한 명칭
변경에 따라 KINITI-IR(Information Retrieval)

KINITI 지역정보센터 LAN 구축

로 개칭하였다. KINITI-IR은 산업기술정보분야의

1994년 10월 전국의 지역정보센터에 UNIX Server 장비를 설치·완료한 데 이어, 1995년

온라인 정보서비스시스템으로서 국내에서는 독보적

2월 기존 4,800bps에서 고속회선(56Kbps)으로 교체하고 센터 자체 내에 LAN 시스템을

인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구축하였거나 또는 해외로

구축하였다. 이로써 지역 고유 DB의 구축 및 서비스는 물론 지자체, 기업, 연구소와의

부터 도입한 각종 콘텐트는 KINITI-IR을 통하여 서

KINITI-IR 주전산기 증설가동(1994년 12월)

LAN to LAN 및 Internet 접속이 가능하게 되었다.

비스되었으며, 1997년 말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였고 또한 하이퍼링크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간 연동서비스가 가능해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졌다. 더 나아가 STN-International, DIALOG, JOIS 등 해외 주요 데이터뱅크와도 연결

1996년 8월 원내 LAN 환경 구축을 완료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활용과 서비스를 위

함으로써 국내 이용자가 직접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이용자의 요청에 의한 검색대

한 홈페이지 제작과 아울러 그룹웨어를 이용한 전자 메일, 전자게시판, 자료 문서관리 등의

행 서비스도 제공하였다.

시스템 개발을 완료하고, 1996년 9월부터 본격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KINITI 정보화의 새로운 장을 연 LAN과 인터넷 홈페이

‘KINITI 뉴스’발간

지 구축은 국내외 최신 정보의 입수와 원내 직원 간 정보

1993년 11월, 기업 및 연구소 정보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KINITI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

교류의 활성화, KINITI 이용회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보서비스에 대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KINITI 뉴스’를 발간하였다. 이 뉴스지에는 원내

물론, 산업기술정보원의 홍보 및 안내에도 중요한 역할을

의 소식은 물론,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에 있어서 애로상담, 개선을 위한 제안, 회원동정, 정

하였다.
또한 국내 최초로 Web을 통한 IBM DB 정보(KINITI-

보활용 사례 등이 포함되어 있다.

IR)를 서비스함으로써 대용량의 서지정보와 원문정보 서

일·한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 추진
1994년 6월 8일 과기처로부터 일한어 자동번역 시스템 도입이 승인됨에 따라 산업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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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Group-ware를 활용한 종합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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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구축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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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 개통

정보이용 회원 1만 개처 돌파

기업의 기술혁신과 벤처,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해 통상산업부에서 기획하고 산업기술

1994년 8월 29일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이용 회원이 1만 개처

정보원이 시스템을 개발한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이 1997년 8월 1일 개통되었다.
Inno-NET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과 각종 민원 등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하여

를 돌파하였다. 1991년 1월 산업연구원과 분리 설립된 이래, 연
평균 8%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면서 정보이용의 다양화.대

인터넷과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 구축된 통합정보시스템이다.

량화는 물론, 이용되는 정보의 수준도 심층화, 전문화의 경향을
뚜렷이 나타내고 있었다.

2 ) 정보조사·분석·서비스

정보이용회원 1만 개처 돌파(1994년 8월)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시

정보이용회원의 구성을 보면, 기업회원이 5,613개처로 전체
의 56.1%를 차지했고, 정부.공공기관 및 연구소가 647개처

1986년부터는 우리나라 공고특허를 DB화하여 한국특허정보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어

(6.5%), 대학 및 학교가 1,597개처(16.0%), 교수, 중소기업 대표명의 개인회원이 2,143개

서 공고실용신안, 의장특허도 DB로 제작하여 서비스를 확대하였다.

처(21.4%)이다.

1993년 11월에는 한국공개특허와 공개실용신안 DB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산업재산권 정
보의 온라인 유통기반 조성을 완료하였다. 1993년 7월 23일부터 특허정보의 도면을 제외

산업재산권 진단 수행기관으로 지정

한 주요 서지사항, 출원인 코드 및 청구범위 등이 수록된 KUPA(Korean Unexamined Patent)

1996년 3월 KINITI가 통상산업부 산업기술기반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산업재산

와 KUUM(Korean Unexamined Utility Model)을 국내 처음으로 일반에게 온라인 서비

권 진단사업의 진단수행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선행기술조사 및 특허기술을 분석하여 Patent
Map 작성, 시장.기술동향 분석, 경쟁기업 실태분석 등을 통해 연구개발의 추진방향을 제시

스하기 시작하였다.

하였다. 또한 기술의 발굴과 특허 클레임에 대한 사전대응책을 수립하는 등 진단결과를 종
합보고서로 작성하여 제공하였다.

기술이전정보센터 개소
1994년 3월 국내외 산업 간, 지역 간, 기업 간의 기술
교류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정보센터

3 ) 국내외 정보교류 및 업무협약

를 설치하였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

미국 NTIS와 업무협약 체결

술이전정보센터는 기술도입 및 판매희망 기술정보(특히
노하우), 산업화 가능한 신제품.신기술 정보, 플랜트.

산업기술정보원은 1993년 10월 7일 미국 상무성 기술정보국(National Technical

합작투자 정보를 국내외를 총망라하여 수집하고, 데이터
베이스를 제작.보급했다.

국내 보급 확대, NTIS를 통한 한국 기술보고서의 해외 보급, KINITI 직원 및 이용자들의

Information Service : NTIS)과 업무협력을 체결하였으며, 이 협의를 통해 NTIS 정보의
기술이전정보센터 개소식(1994년 3월)

NTIS를 비롯한 미국 내 기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의 업무연수 알선, 신속한 NTIS 자료 복
사 서비스에 관해 상호 협조하기로 하였다.

신규 DB EMBASE 서비스 개시
1994년 4월 1일부터 EMBASE를 도입, KINITI-IR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였
다. EMBASE는 네덜란드의 Elsevier Science Publishers에서 제작한 세계적인 의.약학

한·러 산업협력센터 업무 개시

분야 DB로, 전세계 약 110개국의 의.약학 관련분야 정기간행물 약 3,500종에 수록된 기

러시아의 산업기술 및 국내 기업의 투자.진출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해
1993년 12월 7일 한.러 산업협력센터가 업무를 개시하였다. 이 센터에서는 1993년 5월에

사 약 35만 건의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체결된 한.러 간 민수화 협력 양해각서에 근거하여 1994년에 한.러간 온라인 정보전용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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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산업기술정

국회도서관과 DB 교환협약 체결

보를 국내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94년 3월 31일 국회도서관과 전산데이터베이스 교환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DB인 DIGS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DB인 DIMD를 도입.활용하게 됨으로써

러시아 VIMI와 협력각서 체결

1977년 이후의 정보를 이용자들에게 서비스하였다.

1993년 12월 7일 러시아의 VIMI(연방부처간 정보연구소)와 협력양해각서를 체결, 양국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정보 분야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4 ) 테크노마트 개최

하기로 했다.

제1회 한·미 테크노마트 개최

협력 내용에는 발간물 교환, 정보전문가 방문교류, 정보서비스 시스템 발전을 위한 공동

산업기술정보원은 대한무역진흥공사와 공동으로 1993년 10월 4
일부터 8일까지 제1회 한.미 테크노마트를 개최하였다.‘미국 첨

연구 프로젝트 수행, 문헌번역 서비스 및 원문복사 서비스 협력 등이 포함되어 있다.
KINITI는 VIMI와 협력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기존의 VINITI(러시아연방과학기술정

단기초기술과 한국생산기술과의 만남’이란 주제로 개최된 이 행

보연구소), ICSTI(국제과학기술정보센터)와 더불어 러시아 3대 산업기술정보기관과의 협
력관계를 확보하게 되어 러시아 산업기술정보 수집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

사는 기술협력 세미나, 기술이전상담회로 나누어 실시되었으며,
제3회 한.미 테크노마트(1995년 12월)

11개 주제발표가 있었다.

었다.

한·일 테크노마트 개최
국제 정보망 STN 국내 에이전트 협약 체결
1994년 3월 8일, 미국화학회 산하기관이자 화학정보 데이터베이스 제작기관인 CAS

1993년 12월 1일부터 3일간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1회 한.일 테크노마트
를 개최하였다. 이 행사는 1992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Chemical Abstracts Service)와 STN 에이전트 협정을 체결하였다. STN 국내 에이전트

위한 실천계획의 일환으로 열린 것인데, 일본의 상업화된 기술의 한국 이전을 촉진하기 위

체결을 계기로 정보이용자에게 보다 손쉽게 양질의 기술정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한 사업으로 국내 기업의 큰 관심을 모았다.

캐나다 CISTI와 업무협력 체결
산업기술정보원은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RC) 산하기관인 과학기술정보원(Canada

한·베트남 테크노마트 개최
제1회 한.베트남 테크노마트가 1994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 베트남 하노이와 호치민에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 CISTI)과 업무협력 약정을 체결

서 양국 180여 개 기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베트남 테크노마트는 유엔개발기구

하였다. 본 협약은 정보전문가 교류, 특정분야의 공동업무 수행, 과학기술특정분야의 협력,
직원 연수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의 후원으로 베트남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와 호치민 과학기술정보센터가 주관하였으며,
KINITI는 국내 업체들의 기술.플랜트 조사를 제공하고 베트남 업체와의 상담을 알선하였다.

유럽 2개 국가 정보기관과 협력체결

한·인도 테크노마트 개최

1996년 8월 유럽 국가와의 정보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프랑스의 INIST와 스위스의

산업기술정보원과 인도 공업개발부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한.인도 테크노마트에서 국내

CENTREDOC 등 국가 정보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미국과 일본, 독일, 러시아 등
국가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에 이어 유럽 정보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보다 광범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1995년 4월 10일부터 6박 7일간 국내 6개 기업대
표들이 인도의 마드라스와 뱅갈로를 순회하며, 20여 개 인도기업들과 합작투자 및 플랜트.

위한 국제정보협력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기술.상품 수출에 관한 상담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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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EC 테크노마트 개최

산업과 과학, 기술과 관련한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축적하여

18개국의 회원국이 참가하는 제1회 APEC 테크노마트가 1995년 5월 22일 APEC 회원국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국가 산업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총본산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였다.

정부인사 및 국내외 기업인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APEC 테크노마트는
기술수준과 산업발전 단계가 각각 다른 회원국 간의 투자 및 산업기술 상담과 실제적인 정보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행사였다. APEC 테크노마트 행사를 위해 국가별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교류 가능한 기술을 선정한 결과 178개 업체에서 390개의 기술이 출품되었다.

5 ) 지역정보화 사업

주요 연혁
1991년

1월

산업기술정보원 개원

1993년

4월

경기지역정보센터 개소

산업기술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지방화.정보화 시대에 부응하고 산업기술정보의 지방유통 활성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1993년 11월 ‘KINITI 뉴스’창간
1993년 12월 한러산업협력정보센터 설치
1993년 12월 제1회 한.일 테크노마트 개최

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지방산업의 경쟁력 제고 기반 조성을 위해 산업자원부와 함께 산업기

1994년

술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였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정책협의회 구성, 지역 내
각종 산업기술정보를 수집.DB화하여 지자체, 산업체 및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3월

기술이전정보센터 설치

1996년 10월
1997년 8월

울산지역정보센터 개설
종합서비스전산망(Inno-Net) 개통

기반 조성, 지역 내 제조업체 DB, 상품정보 DB, 시험기기 및 장비보유 DB, 전문기술인력
DB 및 중소기업 지원제도 정보 DB 등 데이터베이스의 개발이 있었다.

충북지역 정보화 기반사업 완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결실을 보았다. 1995년 9월
1일부터 시행된 정보제공 사업은 지역 내 기업, 제품 연구시설,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역소재 기업 등 정보수요자
의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해결하고, 산업기술정보 활용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함으로
써 지역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울산지역정보센터 개소
1996년 10월 8일 12번째로 울산지역정보센터를 울산상공
회의소에 개소하고, 지역 소재 기업, 연구소 및 학계를 대
상으로 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산업기술정보
원은 1991년 1월 산업연구원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명실 공히 국가 과학.산업기술정보 유통전문기관으로 자리
광주.전남지역정보센터 개소 및 세미나(1991년 2월)

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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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휘하였기때문에몇몇대기업으로부터기술제휴를제의받기도하였다. (주)대우정보시스템의문
서관리시스템제품인DocuBase와연계하여TIMS-DocuBase를개발보급한바도있다. TIMS를도

정보관리시스템 팀스(TIMS)

입해사용한후정보관리의효율성과이점을몸소체험한중소기업은도입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심
을가지고KINITI에여러가지개선점을제안했다.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수렴하면서 TIMS는 하나씩 단점을 보완해 가기 시작했다. 1996년에는 윈도 버
전인 TIMS/Win을 개발했고, 1998년에는 기술정보와 전자원문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글 / 김재수 책임연구원, 표준화기술지원팀
jaeoo@kisti.re.kr

TIMS/Plus를개발하였다. 또2000년대에들어서엄청난성장을이룬인터넷환경에서활용이가능하
도록 웹버전 TIMS/Web을 2000년에 개발.보급해 중소기업체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얻었다. TIMS
는1992년부터보급을시작하여총130여개에이르는기관이활용하는대중적인시스템이되었다. 또
TIMS를 활용하여 1998년 CD 검색용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문헌속보 CD 외 5종의 CD를 약 1,400여
기관에보급하는등기업의정보관리에효자노릇을톡톡히해냈다.

“한국 중소기업 김 대리는 오늘 부장에게 지난 1년간 발표된 금속 분야의 논문 자료를 정리해서

TIMS의보급은중소기업입장에서는단순히시스템도입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TIMS는기술

보고해야한다. 거의1만페이지에달하는관련자료를수작업으로정리하려면야근도불사해야한다.”

정보 관리방법, 국내외 기술정보 관련 동향파악, TIMS 이용자 교육 등 기술정보를 어떻게 관리하고

물론 현재의 이야기는 아니다. 1990년 초만 해도 중소기업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기술정보를 관리

정리해야하는지에대한중소기업기술정보활용을위한컨설팅, 그리고무기한사후관리를지원하는

한다는 인식은 매우 부족했고, 설사 인식이 있었다해도 당시의 정보관리 관련 소프트웨어들은 중

사후관리체제를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정보관리의 종합컨설팅시스템으로 인식됐다. 중소기업 정보

소기업이 구입하기에는 굉장히 비싼 가격이었다.

관리담당자들의 감사의 말도 이어졌다. 심지어 한 유명한 식품회사 정보관리담당자는 명절마다 회

중소기업들의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당시 다양한 기술정보를 구축해 제공하던 우리

사에서만든맛있는과자를한보따리들고찾아오기도했다.

연구원(당시 KINITI)은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즉

지난10여년간전산자원의가격하락, 인터넷의보급증가와네트워크속도의향상은중소기업의정

TIMS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를 자체 개발하기로 했다.

보관리에도많은변화를가져왔다. 이변화의흐름속에서TIMS는많은이용자들의아낌없는사랑을

그 당시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정보관리를 지원하기 위하여 CDS/ISIS(Computerized

받으며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정보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했으며, 우리 연구

Documentation System/Integrated System of Information System) 를 보급하고 있었고, 그 임

원의자긍심이되어왔다.

무를 맡은 한국 내 공식 보급기관이 바로 KINITI였다.

앞으로도 KISTI는 연구자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정보를,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 가장 편리하게 서비

KINITI는 우리 실정에 맞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기로 하고, 한글을 지원하는 정보자원관리

스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유네스코 파리 본부에 기술지원과 환경제공에 관한 협조를 구했다. 그리
고 1992년과 1996년 두 차례에 걸쳐 연구원 2명씩을 각 2개월간 프랑스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
부로 파견해 시스템 분석 및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개발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켰다.
1992년에 TIMS DOS 버전을 개발하고, 1996년에 윈도 버전인 TIMS/Win을 개발했다. TIMS는
KINITI에서 자체 개발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소프트웨어를 설치할 필요가 없었고, 저렴한 비용으
로 정보관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TIMS가 개발된 1990년대 초만 해도 국내에는 정보관
리의 개념조차 생소했기 때문에 사내의 정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개발 보급한
다는 사실은 중소기업체에게는 희소식이었다. 뿐만 아니라 TIMS는 일반 PC 또는 PC 서버용 자체
저장구조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타 정보관리 시스템보다도 작지만 월등한 검색성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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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1. 설립 배경 및 연혁

이후 과학기술처는 199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과학기술정보
의 종합적 관리.지원대책’을 근거로 과학기술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 설
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였으며, 1993년 4월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정보센터(Korea Research &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 : KORDIC)를 KIST
산하에 설립하여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부여하였다.
기존의 조직을 활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정보유통 사업을 할 수 있는 방
법을 모색하던 과학기술처는 KIST의 컴퓨팅 능력으로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전문정보를 손쉽게 수집.분석.서비스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러한 정부의 구상은 급변하는 과학기술 정보유통과 기술축적을 위한 필연의 과정으로 이해
되었다.

1 )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기반 구축
KORDIC의 설립 배경

KIST 부설 정보유통기관

1981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과 부처 이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학기술정

199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내의 과학기술정보 유통

보센터(KORSTIC)는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에서 상공부 산하기관으로 변경되고,

사업단으로 첫발을 내디딘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는 1993년 대덕의 시스템공학연구

1982년 1월에는 국제경제연구원(KIEI)과 통합,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 개편

소 3층에 연구실을 개설하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게 된다.

된다. 당시 KORSTIC은 해외 산업기술정보의 국내 보급을 수행, 외국의 특허정보 제공이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나 제품정보 제공 또는 기술이전 등에 관한 사업을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당시 이러한 일들

가공하여 국내 연구기관과 학계, 산업계에 제공하며, 정보유통 관련 시스템 개발 및 표준화

은 과학기술정보보다는 산업기술에 더 가깝다는 이유로 그 소속이 변경되었던 것이다.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유통을 촉진하여 과학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의 설립으로 KORSTIC은 KIET의 일개 부로 전락하게

기술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그 임무와 사명을 두고 있었다.

초래하였으며, 과학기술처 역시 나름대로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에 많은 어려움

초기의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저비용 고효율을 모토로, 우선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
구기관들의 기술정보실 또는 전문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가공.보급하

을 겪게 되었다. 한편 상공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나름의 노력으로 1988년

는 사업부터 시작하였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이 가지고 있

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기능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정보센터(CITI)를 KIET 부설로

는 연구보고서를 DB화하는 작업도 병행하였다. 당시의 출연

설립하였다.

연구기관에는 기존의 연구자료가 도서형태로 보관정리되어 있

되었고, 이로써 과거 KORSTIC이 선도적으로 수행하여 왔던 많은 기능들의 부분적 마비를

었고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보와 보고서가 축

과학기술처 역시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센터(SERI)를 통해 출연연구기관을 중심으

적되어 있었다.

로 한 비공개, 심층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에 중점을 둔 전국적 규모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
제구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1991년 SERI 내에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을 발족하여

연구개발정보센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러한 정보를 묶어

과기처 산하 출연연구소를 중심으로 한 독자적 과학기술정보 유통활동을 추진할 것을 결정

출연기관 연구원들로 하여금 공동 활용하고, 다시 대학이나 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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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등 지방에 지역정보센터를 구축하고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 위상 정립

워크를 확대하였다. 이 사업은 해가 더할수록 확장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출연연구
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지역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사용자에게 보다
친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보다 알찬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계기를 마련하였다.

위해 전념하였다.
또한, 홍보에도 많은 주안점을 두어 KOSTI(Korea Science and Technology

2 )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의 위상정립

Information :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라는 워크숍을 통해 정보 전문가를 결집시키고,

KIST 부설에서 KAIST 부설로

KORDIC News Letters를 발간하는 등 KORDIC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에 노력했다.

1995년 연구개발정보센터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을 확장하면서 예산과 DB의 양 또한

이때 자체 기술로 정보검색시스템 KRISTAL-II를 개발하기도 하였다.

방대해지던 때, 성기수 초대 소장이 동명대학교 총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김진형 KAIST 교

이로써 국가 중앙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 여러 전문정보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
어낼 수 있었고,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연구개발정보센터만의

수가 제2대 소장으로 임명되었다.
지금까지의 사업과 예산이 DB확대와 네트워크 확장이 중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사업의

강점을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난관 또한 없지 않았다. 대내적으로는 DB품질에 관한 불만

내실을 기하며 새로운 진로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일기 시작했다. 선진국의 DB 동향과

이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새로운 정보센터들이 설립되면서 경쟁자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새

구축내용을 점검함과 동시에 DB 검색 S/W인 KRISTAL(Korea Research Information

로운 정보기술의 출현에 대응할 수 있는 정보전문가가 부족한 것도 고충이었다.

of Science and Technology Access Line)에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앞으로의 확장가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이 시기를 국가과학기술 중앙정보센터로서
확고한 입지를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분야를 선정, 집중 투자하였

능성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다.
이와 맞물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상위 기관인 한국기술연구원(KIST)이 서울에 위치하고

으며, 장기적으로는 기관의 위상을 범부처적인 차원으로 승격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고 정

있어 관리상 비효율적이라는 이유로, 1997년 1월 같은 울타리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과학기

보기관 간의 업무중복을 줄이는 노력을 기울였다.

술원(KAIST) 부설기관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이후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사업의 방향과

또한 정보유통 중심에서 정보수집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특화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의 정
보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집.교환하는 미러(mirror) 기능을 강화하였다.

정보관리서비스 기관으로서의 위상에 크고 작은 변화를 맞게 된다. 연구공간은 시스템공학
연구소 건물 3층에서 유성 시내 한 오피스텔로 옮겨졌다.
정부는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능을 국가안전기획부의 정보 분야와 통합 또는 연계하는
운영방안과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통합.운영하는 방안 등을 검

3 ) 독립된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
독립된 정보기관으로

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현재의 정보유통관리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과 평

시스템보다 낫다는 확신이 서지 않은 정부는 기존의 체제

가 및 관리방법에 대한 대수술이 있었다. 정부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를 유지하게 된다.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합리적인 국가 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영

대신 정보유통체계를 슬림화하고 개혁을 통하여 국가 과

합리화를 도모하였다. 이때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에서 공공

학기술 정보유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차원에서

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개발정보센터로 독립하게 된다. 조영화 박사가 독립 기관의 소장으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그 기능과 조직을 계속 유지해 나갈

로 임명되면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사업을 확대하고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희망퇴직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구조
조정, 수차에걸친조직의개편등여러가지개혁조치가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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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기존의 연구공간인 구 SERI
제1회 과학기술정보 워크샵(1996년 11월)

건물을 인수받아 새로운 연구터전을 마련하고, 슈퍼컴퓨터 기능과 함께 슈퍼컴퓨터센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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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받는 등 질적.양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의 개혁정책과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2 ) 정보시스템 개발

도입으로 연봉제가 시행되면서 퇴직금을 정산하기도 하였다.

정보의 효율적 저장과 표준화된 검색을 위하여 정보검색시스템 KRISTAL-II를 자체 개발

이때 추진하던 대표적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 슈퍼컴퓨터운영사

하여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에 보급함으로써 정보검색 기술의 표준화와 대중화에 기여하였

업, 연구전산망사업, 지역정보화 사업 등이 있다.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으로는

다. KRISTAL-II는 문서,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멀티미디어 정보를 관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공용정보 DB구축, 과학기술문헌정보 DB구축, 멀티미디어 통계 사실정보서비스

설계되었고, 영어 및 한글 문서에 대한 검색 지원, 수십 Gigabyte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검색, 실시간 삽입.삭제 및 수정 지원 등이 가능한 시스템이었다.

체제구축, 정보서비스 사용자지원, 전자정보서비스를 위한 검색환경구축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연구개발정보, 과학기술전문정보, 학회학

2. 주요 기능 및 연구성과

술정보, 과학기술 정책지원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해당 정보가 온라인 DB화되
고 서비스되는 전자정보화 체제를 가능케 하였다. 원하는 시간

1 )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에 원하는 장소에서 원하는 정보의 원문을 제공받고자 하는 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비롯한 분야별 전문정보센터가 수집.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

용자의 정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기

문헌 등에 포함된 단위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다. 또,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분산.수집.관리되고 있는 과학기술문헌,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 수

반으로 전문분야별 단위도서관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전자도
서관을 구축했다. 이러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통해 정

행을 통해 생성되는 연구보고서, 석.박사 학위논문 등의 DB를 구축, 이용자에게 제공했다.

보 이용자들은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서지, 본문

국내 과학기술 분야 학회의 생산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학회별 홈페이지 지원을 통한
학회 포털 사이트를 운영하고, 전자정보화 체제에 의한 학회논문정보의 실시간 관리 유통

(full-text)은 물론, 동화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화된 과학기술
KRISTAL-II 시스템 발표회(1997년 3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체제를 구축하였다.
또한, 국내 과학기술 인력의 기본 정보, 전문 분야, 학력 사항, 경력 및 활동 사항, 연구실
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산되어 있는 산업체.대학교.연구소 인력 DB의 연계 관리를

3 ) 슈퍼컴퓨팅 인프라

가능케 하였다. 인력뿐 아니라 연구기자재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
학.연에 제공함으로써 연구기자재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였다.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에 슈퍼컴퓨팅 자원과 사용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과학기

국제 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의 한국 대표기관으로서, 연구의 직접 결과물인 화
합물의 구조, 물질의 특성, 유전정보 등과 같은 사실 정보를 DB화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했
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가상화석박물관 구축을 통해 화석.공룡 및 패류에 대한 데이터
를 수집.조사.분류하여 화상.음향.동화상 등의 DB로 제공하고 있으며, 한국산 고등균류
(버섯류) DB, 광산 DB, 한반도 연근해 수산 생물 DB, 한국 민속식물 DB, 식용어류 생태계
DB 등을 구축하여 이에 관한 정보에 접근과 활용이 용이하도록 했다.
또, 기술개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출연연구소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안
내하고, 해외 과학기술자 및 분야별 전문연구소의 연구원과 온라인 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등 벤처.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지원하기 위한 기술개발 상담 서비스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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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와 초고속망을 기반으로 하는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운영, 전국의 산.학.연
술 연구개발 환경을 제공했다.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슈퍼컴퓨팅 시스템 및 사용자 네트워크를 운영하였으며,
슈퍼컴퓨팅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슈퍼컴퓨터 기반 시설을 관리.운영해왔다. 또, 슈퍼컴퓨
터 활용기술 교육과 사용 편의용 도구 개발, 사용자 정보 및 통계 정보 제공 등의 활동을 통
해 슈퍼컴퓨터 사용자 관리 및 사용기술을 지원했다. QoS 기반 엔지니어링 기술, 네트워크
트래픽 분석 기술, 네트워크 보안 기술 등의 고성능망 엔지니어링 기술 개발 및 적용을 통
해 지속적으로 슈퍼컴퓨팅 전용망 고도화를 구현했으며, 슈퍼컴퓨터, 초고속망 및 초대형
저장장치를 이용한 첨단 디지털 DB를 구축함으로써 슈퍼컴퓨팅 인프라에 기반한 정보를
생산하고 서비스했다. 이외에도 다양한 슈퍼컴퓨팅 기반 기술을 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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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 기반 슈퍼컴퓨팅 구축 기술 개발 및 초대형 PC 클러스터 시스템을 제작하였으며, 슈퍼

네트워크 KOSEN(Global Network for Korean Scientists

컴퓨팅 수행 제어 및 실시간 과학적 가시화 기술, 슈퍼컴퓨팅 기반 가상실험 시뮬레이터 등

and Engineers)을 구축하여 국내 과학기술계 소식과 고급 취

슈퍼컴퓨팅 통합 환경 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술을 개발했다.

업 정보, 그리고 세계의 학술정보 등을 제공했다.또한, 정부부

메타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주요 슈퍼컴퓨팅 자원을 연계한 국가 메타컴퓨

처 및 범세계적인 KOSEN 회원망을 통하여 주위에서 쉽게 구

팅 시범 인프라를 구축하고, KREONet, HPCNET, 선도시험망을 연계한 슈퍼컴퓨팅 실험

할 수 없는 해외정보를 입수하여 해외과학기술정보네트워크

환경을 구축하였다.

(Overse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APEC 정보교류 워크숍(1996년 8월)

중국의 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와 과학원 산하 문헌정보

4 )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국내 정부출연연구소와 기업체, 대학의 연구 인력에게 국내외 기술정보를 원활하게 제공하
고, 활발한 상호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5대 국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연구전산망
(Korea Research & Environment Open Network : KREONet)을 구축.운영했다.
고성능전산망(High Performance Computing Network : HPCNet)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전산망 사업과 연계하여 슈퍼컴퓨터에서의 대용량 데이터 고속처리 및 세계 수준의 정
보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R&D 특화 네트워크 서비스를 제공했다.

5 ) 지역정보화 사업

Network : OSTIN)를 구축, 제공했다.

센터(DICCAS), 그리고 러시아 과학연구통계센터(CSRS) 등과 과학기술정보 및 인력 교류
협약을 맺고 국제적 정보교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또한,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JICST),
미국 국가기술정보서비스연구소(NTIS), 프랑스 국가과학기술정보연구소(INIST) 및 독일
전문정보센터(FIZ Karlsruhe) 등과 데이터베이스 교환 및 인력 교류를 추진했다.
이처럼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과학기술정보DB를 제작, 산.학.연의 다양한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기반을 구축하였다.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팅 인프라
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지식 인프라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
행했다.

전국을 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권 등)로 분류하여 대학, 연구소의 과학기술 전
문소장자료를 DB화하고, 슈퍼컴퓨팅, 연구전산망, 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의 정보인프라를

주요 연혁

지원함으로써 연계 체제를 구축하였다.

1991년 2월 SERI 내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 발족

구체적 사업 내용은, 대학, 연구소의 전문기술 소장자료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전문정보

1993년 4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 설립

DB를 구축하고, 권역별 지역정보유통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였다. 또, 지역의 과학기

1994년 2월 과학기술정보 종합정보기관으로 지정

술 고도화를 돕기 위해 슈퍼컴퓨팅 파워를 지원하고, 분산통합 정보유통을 위한 정보서비

1997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 연구기관으로 이관

스 시스템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하였다.

1999년 5월 연구개발정보센터 독립법인 설립
1999년 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슈퍼컴퓨터센터의 기능을 이관 통합

6 ) 해외협력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의 산업과학기술 실무자 그룹(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 : IST WG)에 참여하여 호주, 일본과 공동으로 APEC 과학
기술정보 유통 활성화 과제를 수행했다. 또한 전세계 한인 과학기술자를 연계하여 두뇌자
원화하고, 이들의 전문 지식과 경험을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하도록 한민족과학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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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게시스템이 가까스로 안정화되고, 외부로부터 인정을 받기 시작할 즈음 우리는 또 다시 엉
뚱한 모험을 시도했다. 검색 엔진에 문서관리 기능을 합친 정보검색관리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개발

집념과자신감으로이룬선견지명,

KRISTAL

하겠다고 도전장을 낸 것이다. 첫째, 정보를 검색할 뿐만 아니라 RDBMS를 사용하지 않고 관리까지
할수있도록할것, 둘째, 사용자요구가있을때마다커스터마이징을하지않도록패키지화할것, 셋
째, 멀티미디어정보와같은다양한형태의정보를모두수용할수있어야할것. 이렇게세가지가정
보검색관리시스템의주요개발개념이었다.
그리고 3년간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2002년 10월 국내 최초의 정보검색관리 시스템 KRISTAL-

글 / 서정현 선임연구원, 시스템개발팀
jerry@kisti.re.kr

2000 개발이 완료됐다. 그리고 곧 이어 한층 완성도를 높인 KRISTAL-2002가 탄생했다. 2002라는
브랜드 네임은 개발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열광과 순
수한희망을담은것이었다.
KRISTAL-2002의진면목은뜻밖의곳에서찾아졌다. 인문정보학전문가인김현박사(한국학중앙연

처음‘순수 국내 기술로 검색 엔진을 만들어보자’는 제안을 한 것은 KORDIC 조영화 원장(당시

구원 교수)의 도움으로 크리스탈을 역사정보통합 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역사정보통합

단장)이었다. 머지않아 정보의 홍수 시대가 도래할 것이고,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시스템은데이터의양은상대적으로적었지만관리와서비스의측면에서볼때, XML 구조문서와관

대용량 정보처리가 가능한 정보검색 엔진을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
다는 것이었다.

련하여 매우 복잡한 과정을 필요로 했다. 우리는 수년간 국사편찬 기관으로부터 다중음가사전, 한국
역사용어특수사전 등을 제공받고, 검색 서비스 도중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그때 그때 맞춤수정.

그러나 시작은 막막하기만 했다. 개발실 전원이 응용 프로그래밍의 대가들이어서 외국산 제품을

보완을 하며 시스템을 완성해갔다. 그리고 불과 1~2년 사이에 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 규장각, 민족

국내에 응용하는 것은 쉬웠지만, 다국적기업의 선진 시스템들을 직접 개발하기에는 경험이 너무

문화추진회 등 여러 역사편찬 기관에서 크리스탈을 기반으로 웹 서비스를 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최

부족했다. 더구나 검색 시스템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도 거의 없었고, 적합한 연구자조차 찾

근 고문서 검색은 물론이고, 유전자정보검색, 신문 뉴스 검색, yesKisti와 같은 대용량 정보검색이

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렇게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3년의 세월이 소득 없이 흘러갔다.

나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 같은 데이터베이스 편집 시스템 등으로도 활용범위를 빠르게 넓혀가고

1994년, 정보검색 분야 국내 1호 박사인 KAIST 이준호 박사를 영입하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

있다.

기 시작했다. 이준호 박사가 조타수가 되어, 드디어 크리스탈(Korea Research Information of

크리스탈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산담당자들의 반응은 우리에게 더없는 뿌듯함으로 다가왔다. 검

Science & Technology Access Line : KRISTAL) 시스템 개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1995년에

색시간이나정확성, 재현율이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만큼뛰어나다거나,‘실시간문서수정’
이가능

KRISTAL-II 버전 0.8을, 그리고 1996년 말에는 마침내 버전1.6을 개발하여 내부를 비롯한 외부

해 너무나 편리하다는 말을 들을 때면 지난날의 고생이 하나도 고생같이 느껴지지 않는다.

기관에까지 배포하기 시작했다.

앞으로도KISTI는항상‘시작’
이라는마음으로KRISTAL을발전시켜나갈것이다. 특히상업성이떨

그러나 크리스탈이 한창 제 궤도에 오를 즈음 난관이 시작됐다. 이준호 박사가 갑작스럽게 퇴원한

어져 소외되고 있는 정보 분야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세계로 눈을 돌려 세계 최강의 정보검색

데 이어 외부에 배포한 KRISTAL-II가 안정성 부족으로 인해 계속해서 오류를 일으켰다. 사용자

관리시스템으로키워나갈것이다.

요구도 쏟아졌다. 필연적으로 크리스탈 개발팀은 축소되기 시작했다. 단 세 명의 팀원만 남았다.
크리스탈의 중요성과 진면목을 알리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오로지 깡과 오기로 연
구개발에 몰두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 결과 놀라운 성과들이 도출됐다. 문서 건수 200만 건이
KRISTAL-II의 한계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벽을 허물고 900만 건 적재 및 검색에 성공했던 것이다.
또한 잦은 오류의 원인이 되는 프로그래밍 요소와 사용자 불만 요인을 찾아내는 작업도 빠르게 진
전됐다.

163

과학기술 INFO STORY

1962 KISTI HISTORY 2006

164

004과거기관수정 2006.8.9 10:36 PM 페이지65

mac31 150LINE

3300’을 선정하였다. CDC 3300을 도입한 KIST 전산실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컴퓨터

제5장

슈퍼컴퓨터센터

역사상 12번째의 도입기관으로 기록되고 있다.
CDC 3300은 기억 용량이 32KW(Kilo Word), 1 Word가 24비트(bit)인 컴퓨터로 CPU
속도는 0.3 MIPS(MIPS : million instructions per second, 초당 100만 명령 실행 횟
수)에 불과했지만, 당시 세계적으로 최신 기종이었으며 한국에 도입된 컴퓨터 가운데 최대
용량이었다. 1970년 6월 메모리를 96KW로 확장하였고, 운영체제로는 MSOS를 가동하다

KISTI 슈퍼컴퓨터센터는 196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 전자계산실로부터 출발하

가 나중에 MASTER로 업그레이드하였다.

여 2006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정보화 정책 입안 및 정보기술 소프트웨어 발전 및
활용 보급에 대들보 역할을 해 왔다.

한국 최초의 데이터 통신 및 EPB‘예산업무’전산화
KIST 전산실이 1970년 3월부터 6년에 걸쳐 3단계로 수행한 최초의 정부 프로젝트가 경제

1. CDC 3300 도입으로부터 슈퍼컴퓨터 1호기 도입까지

기획원 예산국의‘예산업무 EDPS화에 관한 연구’이다.
1970년 5월 한국 최초의 데이터 통신망을 개통하였다. 통신망 연결이라고 하지만, 전용

1966년 2월 국내 유일의 종합연구기관인 KIST(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선과 모뎀 장비를 통해 홍릉에 있는 KIST 전산실 CDC 3300 시스템과 광화문에 있는 경

Technology)가 설립되고, KIST 핵심연구 분야의 하나로 컴퓨터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제기획원 예산국의 배치터미널 CDC 200UT를 2,400bps로 연결한 것에 불과했다. 그러나

부각되면서 전산실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성기수 박사를 초대 전산실장으로

당시 호스트 정보를 다른 지역의 터미널에서 입출력할 수 있다는 것은 네트워크를 통해 원

1967년 12월에 KIST 전산실이 정식 출범했다.

격지에서 컴퓨터를 공유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알리는 서곡이었다.
이후, 중앙관상대, 체신부, 농림부 양정국, 전매청, 관세청 등의 전산화와 덕수상고 등의

1 ) KIST 전산실 컴퓨터 1호기 CDC 3300 도입

원격지 온라인 컴퓨터 교육 등 시범적인 통신망을 구축하기 시작하여, 1976년부터는 울산,

1967년 4월 한국에 제1호로 공급된 컴퓨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
추진의 주무 부처였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설치된‘IBM 1401’이다. 이 컴퓨터는 트

인천, 광주, 부산 등지로 전국 규모의 개방형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적으로
컴퓨터 마인드를 보급.확산하게 되었다.

랜지스터를 사용한 2세대 컴퓨터로서 발표된 지 8년이나 지난 기종으로, 기억용량 16KB

예산업무 EDPS화는 고위 관료들에게 컴퓨터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고, 이

(Kilo Byte), 분당 800매의 카드 해독, 분당 1100라인을 인쇄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것은

렇게 장관 이하 고위 관료들에게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게 된 것을 필두로 이후 KIST 전산

당시 가장 인기가 있었던 3세대 컴퓨터 S/360으로 교체할 것을 전제로 설치된 것

실은 체신부 전화요금고지서 전산화, 전매청업무 전산화 등 한국의 경제발전과 정보산업 역

이었고, 1968년 12월 IBM S/360-40으로 대체되었다.

사에 길이 남을 주요 프로젝트들을 수행하게 된다.

1968년 말 KIST가 처음 컴퓨터를 도입할 당시, 한국에서 컴퓨터를 도입한 기관이나 기
업은 경제기획원, 한국생산성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육군본부, 한일은행, 산업은행, 유한양

국내 최초 한글 입출력 시스템 개발

행 등 통틀어 7군데 정도였다. 40년 전 일반 컴퓨터 도입은 지금의 슈퍼컴퓨터 도입만큼이
나 비용이 많이 들고 까다로웠으며, 당시는 컴퓨터 한 대의 도입이 경제적.사회적으로 엄청

1970년 11월 30일은 KIST 전산실이 한글 입출력 시스템을 개발, 컴퓨터가 사상 처음으로

난 파급효과를 가져오던 시기였다. 1969년 초, KIST 전산실은 바텔 연구소의 사례를

의 한글을 찍어낼 수 있는 한글 전자인쇄장치 개발에 성공한것이다. 이제까지 한글로 된 보

참고하여 자체 벤치마크테스트 규정을 정하고, 공개적이고 객관적인 방법을 통해‘CDC

고서가 필요한 경우, 영문으로 인쇄하고 번역한 다음 인쇄소에서 편집하는 이중 작업을 해

165

제1편

뿌리 깊은 나무 KISTI

한글을 인쇄하기 시작한 날로기록되고 있다. 컴퓨터를 이용해서 분당 적어도 1만 6,000자

1962 KISTI HISTORY 2006

166

004과거기관수정 2006.8.9 10:36 PM 페이지67

mac31 150LINE

야 했는데, 한글 전자인쇄장치가 개발됨으로써 그전까지 엄두도 못 냈던 전화요금 고지서
발급, 대학 예비고사 채점 등 대규모 데이터 처리의 한글 인쇄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이후, 컴퓨터 이용 범위가 과학 계산용뿐 아니라 기업경영의 모든 보고서 자체를 만들어

전쟁 모델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1972년 CYBER 72-14 시스템 설치와 더불어 매년 확장을 거듭해 지상전뿐 아니라 공중
전, 해상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모델들이 도입되어 가동되기에 이르렀고,

내는 데까지 발전하였고, 1977년에는 한글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목적으로 새로운 한글 프

1975년부터는 독자적인 새 모델 개발에 착수하였다.

로그램을 개발하여 CP 타임의 50% 이상을 감소시켰다. 이로 인해 모든 보고서를 컴퓨터에
의해 기억.처리하여 직접 인쇄할 수 있게 됨으로써 컴퓨터가 인쇄기 역할까지 맡게 되었다.

2 ) KIST 전산실 컴퓨터 2호기 CYBER 72-14 도입
CDC 3300을 도입한 지 1년여 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컴퓨터 활용

국내 최초 OCR(광학문자판독) 시스템 도입 및 처리기술 개발

률이 급상승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산실은 CDC 3300이 가동된 지 9개월 만인 1970년

서울시 전화요금 전산화는 1970년 11월 KIST 전산실과 체신부가 1년간 수행한 프로젝트

6월 부족했던 메모리 용량을 3배로 확장하게 되고, 다시 1년 후인 1971년 11월에는 최신

이다. 당시는 수기(手記)로 전화요금 고지서를 작성, 발부한 시절이어서 전화요금 고지서는

기종인 CYBER 72-14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이 또한 렌털 도입 방식이었다.

수십만 내지 수백만 장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였고, 갈수록 전화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여
서 수기 처리로 인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었다.

2호기 컴퓨터 CYBER 72-14는 복수의 프로세서와 Time sharing 기술이 가능한 대규
모의 과학계산 처리용 시스템으로, 주기억 메모리가 48KW(60bit/w), 10개의 주변 프로세

체신부가 전화요금 자동 발급 가능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을 때, 미국의OSI

서의 메모리가 각각 4KW(12bit/w)로 구성된 시스템이었다. 성능이 1MIPS(초당 백만 번

(Optimum System Inc.)라는 회사가 개발기간 3년 6개월, 500만 달러를 요구하는 제안

연산을 실행)로 당시 최신의 고성능 시스템이었고, 운영체제는 SCOPE를 가동하다가 후에

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KIST 전산실에서 개발비용 7,000만

NOS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원(OSI가 제안한 비용의 1/20), 1년의 개발기간으로 그 프로젝

당시 CYBER 72-14 시스템은 3년 전에 도입한 1호기 CDC 3300과 비교해서 용량이 3

트를 성공리에 완성하였다. 드디어 1971년 10월, 서울 동대문

배, 가격도 175만 달러로 2.5배나 되었고, 월간 임대료 역시 1호기의 1만 6,850달러보다 2

관내 전화 가입자들이 한글로 된 전화요금 전산고지서를 발부

배 이상 많은 3만 5,000달러나 되었다.

받게 된다.

이어 CYBER 시리즈는 1973년에 CYBER 73-14(65KW), 1975년에 CYBER 73-18

전화요금 고지서 발급업무와 대학입학 예비고사 채점 전산화

(131KW), 1979년에 174-16(262KW), 1987년에 170-835(2MW, 3MIPS), 1989년에

성공은 곧바로 서울시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급업무, 전매청

CYBER 960-31(64MW) 등 당시 최고, 최신 기종을 계속 도입하여 정보 인프라 공동 활

업무, 중학교 무시험진학 추첨업무 등 공공업무가 잇따라 전

고교 입시제도 개혁 - 컴퓨터에 의한 첫 추첨 배정 광경(1974년 2월)

산화되는 계기가 되었다.

용의 메인 서버로서 역할을 다하였다.
1973년 8월 KIST의 조직개편으로 전자계산실은 전자계산부로 승격하고 하부에 전산연
구개발실과 전산운영실로 개편되었다.

군 작전 및 현대화에 기여한 War Game Simulation 프로젝트‘아틀라스’
‘War Game Simulationn’이란 컴퓨터에 적절히 전쟁의 상황을 모사(模寫)해 놓고 지휘

데이터 전산망의 모체‘전산운영실 터미널 팀’

관의 의사결정에 따른 상황의 변화를 미리 분석함으로써 적절한 대응방안을 선택할 수 있

1973년 CYBER 73-14가 도입되면서 터미널 보급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전산운

도록 도와주는 방법을 말한다.

영실에 터미널 팀이 구성되었다. 터미널 팀은 터미널 설치뿐 아니라 통신 회선과 모뎀 설

1971년 8월에 시작돼 1976년 말까지 계속된‘아틀라스’프로젝트는 미국에서 IBM 컴퓨터
로 개발된 패키지들을 한국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형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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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운영까지 CDK CE의 도움을 받아 운영되었다.
1976년에 서울과 광주 삼양타이어 간에 4,800bps가, 1978년에는 서울~부산, 서울~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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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 9,600bps 통신이 개통됨으로써 국내 고속통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일

까지 금융실거래용 전산 시스템을 개발 완료하였다. 당시 전산개발센터가 개발한 금융실명

반 이용이 촉진되게 되었고, 서울 시내를 포함한 부산, 광주, 울산 등에까지 배치 처리 단말

거래용 시스템은 국세청의 징세업무용으로 활용되었고, 이듬해인 1983년 국세청은 이 시

장치 및 대화형 단말장치를 연결하여 소위 전국적인 전산망을 형성하게 되었다. 컴퓨터 공

스템을 활용하여 무려 3,700억 원의 세금을 더 징수할 수 있었고, 1984년부터 1989년까지

동 활용에 따른 이러한 기반 기술과 노하우는 정부의 5대 기간 전산망 사업과 초고속정보

5년 동안 은닉세수 2조 5,600억 원을 발굴하는 데 기여하였다.

통신망 기반사업의 모태가 되었다.

2. 한국 슈퍼컴퓨터 시대 도래
3 ) IBM 3032 도입
1976년 2월 KIST 조직 개편으로 전자계산부는 전자계산조직연구부로 개편되었다가 1977
년 3월 KIST 전산개발센터로 개칭되었다.
수탁연구과제의 양이 날로 증가하고 사용자의 요구가 다양화, 대형화됨에 따라 컴퓨터 용
량과 기능의 한계에 도달하면서 새로운 기계 증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1979년
1월, CDC 3300과 CYBER 72-14에 이은 세 번째 컴퓨터로 IBM 3032를 도입하게 되었
다. 당시 IBM 3032 시스템은 제3세대 컴퓨터로 국내에서 최초로 도입되는 최신의 대형 기
종이었다.
IBM 3032는 사이버 시리즈와 더불어 1980년대 중반까지 전산개발센터의 주력 기종으
로, 의료보험전산화를 비롯, 88 올림픽 전산화의 발단이 된 1983년 인천 전국체전 전산화
등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되었다. IBM 3032는 도입 당시 메인 메모리가 2MB였으나 1980
년 3월에 4MB, 1983년 10월에 8MB로 업그레이드되었고, 1986년에 IBM 3083(32MB,
8.5MIPS)과 IBM 호환 기종 NAS 8083(32MB)으로 도입 대체된 데 이어, 1987년 10월
AS/XL V50(32MB, 16.5MIPS) 으로 다시 도입 대체되었다.
1980년 12월 15개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이 9개로 통폐합됨에 따라 KIST는 KAIS(한국과
학원)와 통합되어 KAIST(한국과학기술원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1 )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 도입
1988년 12월 6일, 홍릉 KAIST 시스템공학센터 컴퓨터실에서는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의 개통식이 거행되었다. 1988년 9월 한국 최초로 슈퍼컴퓨터가 도입, 홍릉
KAIST 시스템공학센터 컴퓨터실에서 4개월여 간 설치 및 시험 가동을 거친 후 정식 서비
스 가동을 시작한 것이다.
CRAY-2S는 성능이 2MFlops(Flops : floating-point operations per second, 초당
20억 번의 부동소수점 연산 수행)이고, CPU가 4, 주기억 메모리가 128MW(Mega Word,
64bit/w), 디스크 용량이 60GB(Giga Byte), 운영체제는 UNICOS를 탑재한, 당대 슈퍼
컴퓨터 중에서도 가격과 기능 및 성능 측면에서 다른 기종의 슈퍼컴퓨터보다 월등히 우수
한 컴퓨터였다.
1993년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까지 5년간 슈퍼컴퓨터 이용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결과,
지속적인 사용자 증가로 슈퍼컴퓨터 용량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새로운 슈퍼컴퓨터 장비
의 도입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1993년에는 새로운 슈퍼컴퓨터 2호기를 도입하기에 이른다.
KAIST 부설 시스템공학센터는 다시 1989년 6월 KIST 부설 시스템공학센터(SERI)로 소
속이 변경되고, 1990년 1월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슈퍼컴퓨
터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들면, 기상청에서는 일기예보 모델 분

Technology)로 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KIST 전산개발센터는 KAIST 전산개발센터로

석 작업을 위해 30시간이 걸리던 것을 1시간 내에 처리하게 되었

되었다가 1982년 2월 KAIST 부설 전산개발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 1984년 11월 KAIST

고, 그 결과 1989년 9월 태풍 베라와 1991년 9월 태풍 미어리얼의

부설 시스템공학센터(SERI)로 재출발하면서 크게 확대되었다.

진로를 정확히 추적, 적시에 예보하는 등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73%에서 83%로 향상시켰다. 한국석유개발공사는 대륙붕 석유방

금융실명제 시스템 개발
제5공화국의 1982년 7.3 조치로 1983년 7월 1일 이후 모든 금융거래에 대해 전면적 실명

사 자료의 국내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연간 150만 달러의 외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슈퍼컴퓨터의 도입과 활용은 선진국에

거래 실시가 발표되었다. 6개월 동안 5,000만 건의 금융거래 자료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지만, 전산개발센터는 약속한 대로 1982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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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공학연구소에 설치한 슈퍼컴퓨터 CRAY-2S(1988년)

서만 가능했던 기초과학분야 연구들을 국내에서도 가능케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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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그 결과 수많은 논문들이 해외 저널에 발표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1990년 5월 슈

베이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국가기간전산망으로서의 연구전산망 구축은 더욱 활성화되는

퍼컴퓨팅센터가 대덕연구단지로 이전함과 동시에 CRAY-2S도 현재 KISTI 본원 건물로

단계에 돌입하였다. 연구전산망의 국제학술망과의 연동은 1991년 6월, 미국 샌디에이고 슈

이전되었고, 1993년 슈퍼컴퓨터 2호기 도입까지 그 역할을 다하고 지금 KISTI 본관에 전

퍼컴퓨터센터에 있는 NSFNET/CERFnet과 56Kbps 속도로 전용 링크를 개설함으로써

시되어 있다.

시작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1993년 8월에는 유럽의 EuroPaNet과 64Kbps 속도의 전용선
을 개설하였고, 1994년 6월에는 일본 IMNET과 56Kbps의 국제 전용링크를 개통하여 바

2 ) 연구전산망 개시

야흐로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동참하였다.

슈퍼컴퓨팅센터가 국가 컴퓨팅 자원 공동이용 센터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1994년에는 울산, 강릉, 제주 등 3개 지역망센터를 증설하고, 기존의 13개 지역망센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정보통신망 기반 구축 및 운영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1970

128Kbps에서 T1(1.544Mbps)으로 고속화하였고, 미국, 유럽 등 해외망도 526Kbps로 업

년대는 KISTNet, 1980년대는 SERINet, 그리고 1988년 이후 슈퍼컴퓨터 시대에는 초고

그레이드하였다.

속연구망 KREONet/HPCNet을 중심으로 전국적인 네트워크 활용 기반 구축 및 서비스에
적극 기여해 왔다.

3 ) 슈퍼컴퓨터 2호기 CRAY-YMP C916/512 도입

1988년 1월부터 교육연구전산망(KREONet) 사업을 개시한 SERI 슈퍼컴퓨터센터는
1988년 9월 88올림픽 네트워크를 구축.운영하였고, 93 대전엑스포 등 전산 시스템 및 통

슈퍼컴퓨터 사용기관 및 업무량의 계속적인 증가로 CRAY-2S의 용량이 포화 상태에 달하

신망 관련 대형과제를 지원하였다. 1988년 11월에는 국가 기간전산망 중앙전산기로서 국

능의 최신 기종으로 대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였고 기능 또한 낙후되어, 1993년 11월 1호기의 리스 계약 기간이 만료됨과 동시에 최고 성

내 최초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를 가동하였고, CYBER 170-835와 IBM 3083-

슈퍼컴퓨터 2호기로 도입된 CRAY Y-MP C90 시스템은 CPU 16, 이론 최고성능

JX3, AS/XL V50과 함께 600여 대의 일반용 터미널과 100여 대의 교육용 터미널을 연결
하였다. 또한 1989년 1월에는 초고속연구망.연구전산망 10개의 지역망 센터를 서울, 대전,

16GFlops, 메모리 512MW SSD(64bit/w, 4GB SSD), 디스크 용량

부산, 광주, 대구, 인천, 청주, 수원, 전주, 창원 등 전국에 걸쳐 구축.운영하였다. 1990년

스템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미국이 9대, 영국이 1대를 설치, 운영하

에는 서울~대전 간 T1 라인을 개설하였고 광주, 대구, 부산 등 여섯 개 지역에는

고 있었다. 슈퍼컴퓨터 1단계 운영사업(1988~1993년)은 슈퍼컴퓨

56K~768Kbps 전송로를 구축하였다. 1994년에는 3개의 지역망 센터를 증설하였고, 지역

터 이용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목표로 전개되었고, 2단계 운영사업

별 백본 전송속도도 부산, 광주, 대구, 포항 등 4개 지역을 업그레이드하였다.

(1994~1998년)은 슈퍼컴퓨터 관련 기술을 연구하고 슈퍼컴퓨터 활

이 203GB를 포함하는, 1991년 11월에 발표된 최신 슈퍼컴퓨터 시

연구전산망 구축에 기여한 또 하나의 사건은, 1990년 국내 과학기술 및 연구개발정보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과학기술처가 과학기술 정보유통사업을 시작하고 사업책임자
로 시스템공학센터를 지정한 것이었다. 이로 인해‘전산망’
‘슈퍼컴퓨터’
,
‘데이터베이스’
,
를 3대 산업으로 하여 연구전산망 구축사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확실한 발판이 되었다.

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
김대중 민주당 대표 슈퍼컴퓨터센터 방문(1992년6월)

산자원을 필요로 하는 모든 기관을 대상기관으로 하여 가동 후 처음
3개월간(1993년 12월~1994년 2월)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시스템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정상 가동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3개의 사업이 진행되면서 1991년까지 서울과 대덕을 중심으로 한 시범연구망

슈퍼컴퓨터 활용측면에서 중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도입에 있어서는 분야별 사용자 응용

구축이 성공적으로 끝나고 1991년부터 제2단계로 연구전산망 확장 및 서비스 강화에 주력

소프트웨어 수요분석을 통해 선정 작업을 추진하였다.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 지원

하였다. 1993년에는 SERI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을 모체로 발족된 연구개발정보센터

으로 상담체제를 전문화하고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였고, 슈퍼컴퓨터 사용을 위한 응용 소

(KORDIC)의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과 시스템공학연구소(SERI)의 슈퍼컴퓨터 서비스의

프트웨어 및 사용자 유형별 교육 과정을 실시하는 한편,‘슈퍼컴퓨터 사용자 그룹’을 결성,

능력이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슈퍼컴퓨터 이용기술 및 성과에 대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을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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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슈퍼컴퓨팅 파워 확장 MPP CRAY T3E 도입
1994년 슈퍼컴퓨터 2호기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국내 65개 기관 1,000여 대의 컴퓨터 이
용자가 연구전산망과 연계하여 미국.유럽.일본 연구망을 통한 최신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하
였고, 이로써 슈퍼컴퓨터 이용률이 1995년 2월 현재 85%로 급증, 성능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5월 병렬 컴퓨터 CRAY T3E를 설치 완료하고, 1997년 11월
13일 병렬 컴퓨터 가동식을 거행하였다. 병렬 컴퓨터 CRAY T3E는 프로세서가 128개,
성능이 115GFlops, 주기억 용량이 16GB이고 하드 디스크 용량이 240GB인 대규모
병렬처리 시스템이다.
1997년 후반 슈퍼컴퓨터 2단계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에 대비하여 슈퍼컴퓨터 3호기의 도입
을 추진하던 중, IMF가 터지고 기관의 이관 문제가 발생하여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이 지연
되게 되었다. 따라서 슈퍼컴퓨터 2호기를 연장 가동하였으나 이용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만성적 적체 상태로 돌입하여 슈퍼컴퓨터의 수요 공급이 심각한 불균형을 이루게 되었다. 이
에 국내에서 유일하게 공동 활용되고 있는 슈퍼컴퓨터의 용량 부족을 잠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2호기 보조 기종을 도입하기로 하고, 1999년 12월 Compaq사 시스템 도
입을 결정하였다.
고성능전산망(HPCNet)도 15개 지역 16 지역망 센터를 축으로 백본망, 초고속 국가 인터
넷망, 연구전산망으로 구성, 233개 전송기관을 포함하고, 해외망도 미국, 일본, 그리고 초
고속 인터넷 국가망(20Mbps UUNet) 등으로 국내 최고의 공동 활용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5 ) SMP(Symmetric Multi-Processor) 시스템 도입
국가 재원 운용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초대형 시스템 도입 전략을 단계적 확충 방식으

SMP Cluster로서 주기억 메모리가 16GB, 이론 성능이 21.36 GFlops이다. 또한 이 SMP
시스템은 ES40(CPU 4, 주기억 메모리 8GB, 4.4 GFlops)을 프런트 엔드 시스템으로 사
용하고 있다. 한편, 미국 SGI사로부터 방대한 용량의 슈퍼컴퓨팅 계산 결과를 가시화함으
로써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 SGI Onyx3400 Infinity Reality3를 도입하여
세계 수준의 슈퍼컴퓨팅 응용연구 기반 환경을 제공하였다.

전략과제 지원 파급효과
1999년, 슈퍼컴퓨팅 수요 확대에 공헌한 자원 배분 중심의 기존 사업 방식에서 사업 효율
을 고려한 능동적 사업 방식으로 전환하여, 슈퍼컴퓨팅 자원을 제공하는 단순 공급자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조정자로서의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였다. 그 전략의 일환으로서 핵심연구
과제에 대한 슈퍼컴퓨팅 자원 및 전문 기술의 집중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전략적 자원 할
당제도 시행 계획’을 확정하고 2000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와 같이 자원의 능동적 배분을 시행한 결과, 2개의 SCI 등재를 포함하여 23개의 논문
발표가 있었고 6개의 새로운 이론 정립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슈퍼컴퓨팅
응용 관련 연구의 관심도를 증진시켰고, 해당 연구자의 기술 교류 및 슈퍼컴퓨팅 및 거대
과제 발굴을 통해 신기술 신학문을 개척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KIST 전자계산실에서 출발한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1970년대 우리나라 정보
산업의 황무지였던 시기로부터 출발하여 40여 년 간 교육.행정.의료.국방.건설.과학기술
응용 및 시스템 소프트웨어, 정보 인프라,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 등 과학기술 및 사회 전 분
야에 걸쳐 다대(多大)한 업적을 남기면서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또한, 슈퍼컴퓨팅센터는 국내에서 유일하게 산.학.연 및 정부기관에 슈퍼컴퓨팅 파워와
활용기술을 지원함으로써 기초과학 및 산업 기술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해 왔으며, 일부 분야
에서는 세계적인 수준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로 전환하여 5년의 도입 주기를 2~3년 간격으로 분산 투자하는 방식으로 대처하였다.
2000년 1월 말, Compaq사의 대칭형 다중프로세서(Symmetric Multi-Processor :
SMP) 시스템인 GS320, HPC320을 선정하였고, 5월에는 HPC320, HPC160을 설치, 7
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7월에 GS160을 설치, 9월에는 GS32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12월 중순부터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GS320은 CPU 32, 주기억 메모리 34GB, 이론 성능
이 46.8 GFlops의 SMP 시스템이고, HPC320은 CPU 32, 주기억 메모리 32GB, 이론 성

주요 연혁
1967년 6월 KIST 전자계산실 발족
1988년 10월 슈퍼컴퓨터 1호기(CRAY-2S) 가동
1993년 11월 슈퍼컴퓨터 2호기(CRAY C90) 가동
1999년 9월 슈퍼컴퓨터센터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로 이관

능이 42.7 GFlops의 8노드 SMPCluster 시스템이다. 또한 HPC160은 CPU 16, 4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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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하나가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슈퍼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
는 일이었다. 그래서 1985년 7월부터 일본의 CRC(Central Research Center)와 협약을 체결하고

슈퍼컴퓨터 1호기

첫만남의 회상

KAIST 시스템공학센터의 해외망을 이용하여 CRC에 설치되어 있는 CRAY X-MP를 저렴한 가격으
로연구목적에사용할수있도록국내연구자들에게길을열어주었다. 그리고1986년안문석교수(현
고려대 부총장)에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국내 슈퍼컴퓨터 도입의 타당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학계,
연구소및산업계가공동활용할수있는최소1대의슈퍼컴퓨터가필요하다는연구결과를도출할수
있었다.

글 / 이춘희, 슈퍼컴퓨팅센터 자문연구원
leech@kisti.re.kr

때마침, 우리나라는1985년부터무역흑자가발생해1987년에는대미흑자만도99억달러에이르게되
었다. 그 기회를 포착하여 시스템공학센터는 마침내 거금 2,600만 달러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그뒤로슈퍼컴퓨터를도입하기위한준비가착착진행되었다. 우선, 기종선정및도입을담당할도입

지금으로부터 18년 전, 1988년 8월 19일. CRAY-2S 슈퍼컴퓨터가 미국 위스콘신 Chippewa

추진위원회와 자문위원회 등이 구성되었고, 곧이어 실무위원회가 제안요청서(RFP)를 작성하여 슈퍼

Falls CRAY 제조공장으로부터 하늘을 날아 김포공항에 도착했다. 흔들면 떨어질세라 조심조심,

컴퓨터 공급업체에 발송했다. 그리고 1987년 10월, 크레이 리서치(CRAY Research)사의 CRAY-2S

특수 제작된 트럭에 실려 사이드카의 호위를 받으며 홍릉 KIST 전산기계실로 옮겨지던 CRAY-2S

와CDC(Control Data Corporation)사의ETA-10이입찰을제안해왔다.

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그도 그럴 것이 하드웨어 구입비만 239억 8,000만 원(소프트웨어

당시 발표된 하드웨어 성능으로만 보면, ETA-10이 CRAY-2S 보다 훨씬 우월하였다. 그러나 벤치마

포함 323억 200만 원)이나 되는 고가의 제품인데다, 그 당시엔 컴퓨터가 흔들리면 장애가 발생한

크테스트를위해미국에가보니ETA-10은플로리다주립대에단한대를설치하고, 6개월이지났는

다고 해서 CRAY사측 기술자들도 여간 조심하는 것이 아니었다.

데도계속시험운영중인상태였다. 알고보니ETA-10은운영체제EOS(UNIX System V 기반)가아

국빈 대우를 받으며, 1988년 대한민국 슈퍼컴퓨터 1호기는 이렇게 국내에 첫발을 내디뎠다.

직미완성단계에있었고, 프로그램수행도아주번거로운과정을거치는poor quality였다. 뿐만아니

국내 최초로 도입된 슈퍼컴퓨터 CRAY-2S는 4개월여의 설치 기간과 시험 가동을 거쳐 마침내

라 언어도 포트란, C, Cyber205의 assembly 언어밖에 사용할 수 없고, 응용 소프트웨어도 거의 갖추

1988년 12월 6일 홍릉 KAIST 시스템공학센터(SERI)에서 당시 이상희 과기처장관, 청와대 경제비

고 있지 않은 상태였다. 반면 CRAY-2S는 응용 소프트웨어 패키지도 상당량 확보하고 있고, 당시 다

서관 홍성원 박사 등 귀빈들을 모시고 첫 가동식을 치렀다. 그리고 6개월간의 무료 시범운영을 거

른 곳에서 이미 성공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안정된 시스템이었다. 시스템의 안정성과 도입 즉시 활용

친 후, 본격 가동에 들어가 국내 대학, 국공립연구소, 기업체에 공개되었고, 그동안 슈퍼컴퓨터를

해야 하는 응용 소프트웨어의 가능성, 그리고 고객 서비스 측면에서도 CRAY사의 제품이 우수하다

필요로 하였던 연구자들의 갈증을 해소시켜주기 시작하였다.

고판단해결국국내최초의슈퍼컴퓨터는CRAY-2S로결정되었다.

1980년대부터 국내에도 산업체, 연구소 등에 컴퓨터가 많이 도입되기 시작했고, 한국 사회 전반에

연구원은CRAY-2S 슈퍼컴퓨터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많은대학들, 연구소, 산업계등슈퍼컴퓨

컴퓨터 마인드가 어느 정도 확산됨과 동시에 정부에서도 정보산업육성위원회 등의 조직을 발족

터를 필요로 하는 사용자들을 위한 제반 지원책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그리하여 기상예보, 석유탐

시켜 PC 산업육성을 적극 추진하고 있었다.

사, 영상지도 제작, 자동차 설계, 항공기 부품 설계, 신약 개발, 원자력 안전성 분석 등의 연구에

그리고 1985년경에는 이미 미국, 일본 등에 100여 대의 슈퍼컴퓨터가 설치되어 메인 프레임 컴퓨

서슈퍼컴퓨터1호기는매우지대한영향을끼쳤다.

터로는 감히 엄두도 못 낼, 기상예보, 원자력 안전성 분석, 석유 탐사 등의 연구에 널리 활용되고 있

1998년CRAY-2S의2GFlops급성능에서출발한우리나라의슈퍼컴퓨터는이제 150GFlops 급슈퍼

었다.

컴퓨터 4호기의 도입을 앞두고 있다. 지금의 이 성과가 18년 동안 우리 연구원이 수많은 역경을 딛고

‘우리나라에도 슈퍼컴퓨터가 한 대라도 있었으면......’이것을 항상 숙원 사업으로 생각하고 계셨

노력을 경주한 결과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뜨겁다. 그리고 가끔 생각한다.‘그때 만일 우리가 세인의

던 분이 당시 성기수 시스템공학센터장이었다. 그래서 센터의 연구원들과 함께 1985년도부터 슈퍼

반대를 무릅쓰고 슈퍼컴퓨터 도입을 강행하지 않았더라면, 또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지 않았더라

컴퓨터 도입을 위한 기초 작업을 하나씩 진행시켜가고 있었다.

면, 과연지금처럼우리나라가첨단과학기술강국이되어있었을까?’하고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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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리자마자 또 다른 난관이 닥쳐왔다. 연구전산망 구축사업계획이 공식적으로 통과되려는 시
점에서 기획예산처가‘89년도 연구전산망 구축사업 예산’
을‘제로’
로 처리했던 것이다. 그야말로

국가연구전산망(KREONET)의

태동

산 넘어 산이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과기처에 상주해 20일 이상을 설득한 다음에야 극적으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이 시작되었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1988년 9월, 정부
지원으로 국내 최초의 슈퍼컴퓨터인 Cray2S 4/128이 홍릉 KIST에 설치되었는데, 1988년 초에 주
관기관으로 선정되고 불과 몇 개월 사이에 수많은 일들을 겪은 터라 감회가 새로울 수밖에 없었다.
일단 사업에 필요한 슈퍼컴이 들어오고 연구원들도 진영을 갖추자 성기수(당시 KIST 부설 시스템

글 / 변옥환 팀장, 연구망개발팀
ohbyeon@kisti.re.kr

공학센터 소장) 박사의 총괄 지휘 아래 세부실천 계획에 들어갔다.
이후 국가연구전산망(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Network : KREONET)이 정식으로
개통되고 전국의 연구자들을 네트워킹하여 하나로 연결하는 시대가 도래 한 것이다. 우리나라 연구
전산망은 국내 최초의 인터넷 워크숍(1990년), 1991년 연구전산망 실무자협의회(KREOET-TG) 구

‘연구전산망 구축사업’은 국가 5대 기간전산망사업의 하나인 교육연구망사업의 일환으로 1988

성, 망정보센터(NIC), 망관리운영센터(NOC), 망엔지니어링센터(NEC), 망보안센터(NSC/CERT-

년부터 당시 과학기술처가 주관기관, 우리 연구원(당시 KIST 부설 시스템공학센터)이 전담사업기

KR), 그리고 미국(1991), 유럽(1993), 일본(1995)과의 국내 최초 국가 간 국제 게이트웨이 연동을 통

관으로 지정되어 추진한 사업이다.

해 우리나라 인터넷 발전을 한 가운데서 선도해 왔다.

국내 대학 및 연구소 그리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국내 모든 연구인력에게 컴퓨팅 리소스, 네트워

연구전산망 사업은 1990년대 중반 이후 한때 주관부처 및 전담사업기관이 바뀌고 그에 따라 정책

킹 정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가 과학기술의 선

이 일관되게 추진되지 못하면서 국내외 환경변화와 발전 추세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하고 정체되기

진화를 달성하기 위한 국가주도의 프로젝트였다. 1980년대 초반 정부는 작고 효율정인 정부의 필

도 하였다. 그러나 1999년 재결합된 KORDIC 슈퍼컴퓨팅센터의 첨단자원과 보강된 전문인력을 바

요성을 느끼고, 관련부처 및 기관 그리고 전문가들과의 협의를 거쳐 정보화 사회의 기반 조성 등을

탕으로 고성능컴퓨팅, 고성능 애플리케이션, 첨단 DB를 연계하고 미국 NSF의 STAR TAP/

슬로건으로 한‘국가 5대 기간전산망 구축 프로젝트’
의 청사진을 그려놓고 있었다. 국가 5대 기간

StarLight와 연동한 첨단 고성능연구망 KREONet 2를 탄생시키며 재도약의 발판을 마련했다. 그

전산망 구축에는 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망, 보안망이 포함돼 있었으며, 단

리고 최근 몇 년 동안은 광 람다 기반 국내외 10기가급 백본 망과 국가 e-Science/Grid 사업과 연

순한 망 구축을 넘어서 국산 주전산기 및 서비스 개발도 포함하는 종합적 프로젝트였다. 5개 분야

계하여 세계최초의 환형(Ring) 광 네트워킹인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의 핵심 멤버 참

의 전산망 구축사업 중에 우리 연구원이 교육연구망 구축사업을 맡은 것은 특히 1970년대 초부터

여 등을 통해, 세계수준의 과학기술협업연구망을 구축하여 우리나라가 인터넷 강국은 물론, 첨단

데이터 통신 및 컴퓨터 네트워크 분야 서비스에서는 우리나라 초기 정보통신의 역사 자체라고 할

과학기술연구망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을 마련했다.

만큼 많은 기술과 경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국가기간망사업을 기획했던 청와대는 당시

국가 지식정보인프라구축의 한가운데 있는 우리 KISTI가 정부와 함께 세계 수준의 고성능 과학기

전산망조정위원회를 만들어 수도꼭지만 틀면 언제든지 가정에서 수돗물을 사용할 수 있듯이, 대학

술연구망 구축에 더욱 박차를 가하여 우리나라 첨단과학기술 인프라를 선도하고, 이를 통해 국가과

및 연구기관의 학생, 교수,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자원을 자유롭게 활용하여 국가과학기술

학기술 경쟁력 제고에 선봉장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커진 국내 연구망 커뮤니티와 함

분야의 선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욕을 불태웠다.

께 우리 모두 열정과 사명감을 가지고 진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는 바이다.

하지만 과기처 과제로 수행한‘교육연구망 세부실천계획수립’
을 단기간에 수행해야 했던 연구원들
은 하루하루 피 말리는 시간과의 싸움을 치러야했고, 예산확보의 어려움 등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
아야 했다. 그 당시 핵심 멤버였던 임채호, 한근희 연구원과 함께 수십 차례 넘는 과기처 회의에 참
석하고, 사무실 책상이나 소파에서 새우잠을 청한 일이 한 두 번 이 아니었다.
또한과기처주도의대덕연구단지광케이블망구축사업이어려워지자시간이지체됐고, 이문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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