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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침반도없던시대.
어지럽게펼쳐진밤하늘별만보고도, 고대인들은낯선여행을떠났고

새땅을찾아냈습니다.
그들에겐‘길잡이별’이라는불변의이정표가있었습니다.

1962년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로부터시작해오늘에이르기까지 45년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지식정보인프라는국가과학기술R&D의모든곳에닿아

연구를성공으로이끄는길잡이별이돼왔습니다.  

그리고이제빠르게첨단화, 융합화, 거대화돼가는세계과학기술계의 급박한흐름을
선도하고자제2의도약을시작하고있습니다.

세계최고수준의고급지식정보와첨단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구축으로
국가과학기술R&D의방향을잡고, 효율성을높여

과학기술선진입국의꿈을이뤄내는견인차가되고자합니다.
더욱 밝게 빛나는 길잡이별이 되어,
국가 과학기술을 이끌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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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과학학기기술술선선진진입입국국의의
견견인인차차가가되되겠겠습습니니다다.. 

그리고이제 21세기지식기반사회를맞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역할은더욱중요해지고있습니다. 급

속도로첨단화, 거대화, 융합화되고있는세계과학기술계의패러다임변화에따라각연구단계마다지식정

보가 미치는 향도 빠르게 커지고 있고, R&D에 곧바로 투입될 수 있는 고급 분석정보의 중요성도 급증하

고 있습니다. 또 텍스트 정보 이외에 DNA 분석자료나 바이오 실험수치 같은 대용량 정보가 늘어나면서 이

들 정보를 빠르게 연산처리하고 가시화할 수 있는 슈퍼컴퓨팅이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의 필수자원이 되었으

며, 대용량 정보와 첨단장비, 연구인력을 사이버 상에서 자유롭게 교환하며 협업할 수 있도록 해주는

e-Science 연구환경구축역시지식정보를활용하는데없어서는안될중요한요소가되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개원 5주년을맞아새롭게‘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구축의핵심기관’으로거듭

나기 위해 제2의 도약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획.관리.성과.평가 체계 등을

하나로통합하는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과국내외정보자원의원스톱서비스환경을만드는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구축사업등에도전력을다하고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통산 45년사’를 제작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입니다. 한국

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이책의발간을계기로지난 45년간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구축의역사를되돌아

봄으로써, 훌륭했던 업적은 승계하고 부족했던 부분은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삼아 국가 과학기술을 견인하

는더욱튼튼하고뿌리깊은기관으로거듭나고자합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앞으로도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것이며, 과학기술선진입국의꿈을이뤄내는핵심기관으로자리잡아나갈것을약속드립니다.

2006년 7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조 화

1960년대, 아프리카 극빈국 정도에 불과하던 국가 경제수준

을빠르게끌어올리기위해정부는과학기술의발전에총력을

기울 습니다. 그리고 불과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는 세계 최

상위권(2006년 OECD 통계연보)의 과학기술 강국이 되었고,

뛰어난 과학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을 이

뤄냈습니다. 세계는 짧은 시간 안에 비약적인 성장을 한 우리

의 과학기술력에 주저함 없이‘기적’이라는 찬사를 보내고 있

습니다.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계가 이렇게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한 것은 무엇보다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로

부터 시작된 견고한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찍이 정부는, 원천기술력도 경제적

기반도 튼튼하지 않은 상황에서, R&D 효율성을 높여 보다 빠르고 뛰어난 연구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고급

지식정보의 확보와 혁신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과학기술의 개념조차 일

반화되지않았던 1960년대초에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설립했고, 산업연구원, 산업기술정보원, 연구개발

정보센터그리고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이르는 45년이라는긴시간동안우리연구원은과학기술지식

정보인프라구축을위한과학기술핵심연구기관으로자리잡아왔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태동과 함께 시작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지식정보인프라는 국제적 거대 프로

젝트에서부터 중소 벤처기업의 제품개발에 이르기까지 국가 과학기술 R&D의 모든 곳에 닿아 연구를 성공

으로이끄는길잡이별이되어왔습니다.

발발간간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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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통산 45년을진심으로축하드립니다.

지난반세기동안우리나라과학기술계는세계가깜짝놀랄만큼빠르게성장했습니다. 이러한초고속성장

의기저에는 1962년부터 45년 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구축해온견고한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가

있었습니다. 과학기술 R&D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국가 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해 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노고를치하합니다. 

또한 이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통산 45년사’의 발간을 계기로 귀 연구원이 지난 역사의 교훈을 밑거

름삼아더욱발전할수있기를바랍니다. 세계과학기술패러다임변화를선도하는‘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

구축’의핵심기관으로굳건히자리잡을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경주해주십시오.

2006년 7월

부총리겸과학기술부장관김우식

축축하하 메메시시지지 축축하하 메메시시지지

세계의과학기술계는분초를다투며빠르게발전해가고있습니다. 더불어과학기술 R&D 효율성제고를위

한 고급 과학기술 지식정보의 확보와 서비스, 전략 정보 분석, 슈퍼컴퓨팅 고도화, e-Science 연구환경

구축 등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첨단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역할 역시 더욱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62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로부터 시작된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의 45년 역사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이번‘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통산 45년사’

발간은국가과학기술발전에매우중요한계기가될것이라고생각합니다.

앞으로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발전이곧국가의발전이라는마음가짐으로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

프라구축에최선을다해주시길바랍니다.

2006년 7월

공공기술연구회이사장최 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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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돋움움 SSIINNCCEE 11996622,,  혁혁신신 KKIISSTTII SSIINNCCEE 22000011,, 그그리리고고 웅웅비비
KORSTIC에서 KORDIC까지
지식정보인프라의 혁신 KISTI   
미리 가 본 2030 KISTI           

제제55장장 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센센터터

제제44장장 연연구구개개발발정정보보센센터터((KKOORRDDIICC))

22..주주요요기기능능 및및 연연구구성성과과
과학기술정보서비스
정보시스템개발
슈퍼컴퓨팅인프라
과학기술인프라구축
지역정보화사업
해외협력

제제33장장 산산업업기기술술정정보보원원((KKIINNIITTII))
110055

007777

110088

C O N T E N T S

제제11편편 뿌뿌리리 깊깊은은 나나무무 KKIISSTTII
제제11장장 한한국국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보보센센터터((KKOORRSSTTIICC))

제제22장장 산산업업연연구구원원((KKIIEETT))

11..설설립립 배배경경과과 연연혁혁

22..주주요요기기능능 및및 연연구구성성과과
정보유통및네트워크구축
정보조사.분석.서비스
국내외정보교류및업무협력
테크노마트개최
지역정보화사업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정보관리시스템팀스(TIMS)115511

11..설설립립배배경경 및및 연연혁혁
한국최초의정부지원과학기술전문기관으로탄생
정보서비스체제본격가동

22..주주요요기기능능 및및 연연구구성성과과
정보자료수집및관리
정보조사.검색 서비스
데이터베이스검색서비스
문헌및특허정보처리
2차정보자료발간
정보분석자료발간
자료복사서비스
정보보급체제정비
정보관리기술의보급
국제협력활동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KORSTIC 김두홍소장님을기리며
과학기술문헌속보.특허속보발간및기술정보조사
공중통신망을통한온라인정보검색서비스

111199
112211
112233

11..설설립립 배배경경과과 연연혁혁

22..산산업업정정보보의의 총총본본산산 역역할할
산업정보인프라구축
지원(支院)업무강화

33..주주요요기기능능과과 연연구구성성과과
정보자료수집.가공.축적
산업.무역.기술정보의제공
각종정보지발간
1사 1기술개발지원
국제협력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지식생태계의기본토양으로서과학기술정보자원
대기업특허부서의산파역할을수행한특허정보실

113355
113377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집념과자신감으로이룬선견지명, KRISTAL116633

11..CCDDCC 33330000 도도입입으으로로부부터터 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 11호호기기 도도입입까까지지
KIST 전산실컴퓨터 1호기 CDC 3300 도입
KIST 전산실컴퓨터 2호기 CYBER 72-14 도입
IBM 3032 도입

22..한한국국 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 시시대대 도도래래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 도입
연구전산망개시
슈퍼컴퓨터 2호기 CRAY-YMP C916/512 도입
슈퍼컴퓨팅파워확장MPP CRAY T3E 도입
SMP 시스템도입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슈퍼컴퓨터 1호기첫만남의회상
국가연구전산망(KREONET)의태동

117755
117777

112277

112299

113311

114411

114422

115555 11..설설립립 배배경경 및및 연연혁혁
과학기술정보유통의기반구축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의위상정립
독립된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

115599

116655

117700

KKIISSTTII 파파노노라라마마
KKIISSTTII 사사진진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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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11..정정보보자자원원 개개발발 및및 유유통통
사업개요
사업내용
- 해외핵심과학기술정보자원구축.연계서비스
- 국가과학기술정보자원구축.연계서비스

제제22장장 과과학학기기술술 RR&&DD의의기기름름진진 토토양양

주요성과
- 해외핵심과학기술정보자원개발
- 국가고유과학기술정보자원개발
- 정보수요자중심고품질콘텐트개발및서비스
- 로벌정보협력체계구축
- 원문제공서비스및DB서비스이용자만족도향상
- 차세대지식콘텐트개발전략및아카이빙연구
- 40년전통의산학연협동학술지『정보관리연구』발간
- 과학기술정보표준화체제확산주도
- 국내학술정보원스톱서비스KISTI-ACOMS 개발
목표와비전

22..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 개개발발 및및 운운
사업개요
- 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
- RSS 기반과학기술정보 급표준시스템(STI-RSS)
- stOAI(Science & Technology Open Archives Initiative)
- 과학기술지식정보식별체계(KOI)
단계적발전및성과
- 과학기술정보포털서비스체제(yesKiSTi)
- 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
- RSS 기반과학기술정보배급표준시스템(STI-RSS)
- stOAI(Science & Technology Open Archives Initiative)
- 과학기술지식정보식별체계(KOI)
목표와비전

33..전전략략기기술술정정보보 분분석석ㆍㆍ지지원원
정보분석과연구개발
정보분석사업의발전과정
- 기술의산업화연계를위한정보분석시스템구축

118811

118844

118899

119933

119944

119911

11..KKIISSTTII 태태동동은은 시시대대적적,, 국국가가적적 요요구구
급변하는세계과학기술계패러다임
KISTI의필요성대두
새로운조직을위하여

22..미미래래를를 위위한한 확확실실한한 선선택택‘‘통통합합’’
KINITI와 KORDIC의통합
본원과분원
난관은극복을위해존재한다
구조조정, 하지만모두가WIN-WIN 했다
통합노조의탄생

33..새새로로운운 기기관관 정정체체성성의의 수수립립
출연연최초의 BI, 'yesKiSTi'
제2의도약을위하여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기관평가 1위, 그감동의순간

- 국가 R&D 체제구축을위한정보분석및확산
- 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한정보분석
- 미래핵심기술지원을위한정보분석
- 정보분석을통한국가연구개발혁신시스템지원
주요성과
- 수요맞춤형분석체제확립및선도지원 역발굴
- 고유의정보분석프로세스·분석시스템개발적용
- 국내최고의전문가네트워크기반분석체제구축.운
- KISTI 분석정보활용확대
목표와비전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남북한을하나로,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테크)

44..슈슈퍼퍼컴컴퓨퓨팅팅인인프프라라 및및 초초고고속속연연구구망망 개개발발ㆍㆍ운운
1) 슈퍼컴퓨팅인프라개발.운
사업개요
주요성과
- 슈퍼컴퓨터 3호기도입
- 병렬형슈퍼컴퓨터시스템
- 슈퍼컴퓨팅사용자지원
- 슈퍼컴퓨팅기반첨단연구환경구축
슈퍼컴퓨팅인프라구축의미래도전
바이오인포매틱스인프라구축및서비스제공
- 바이오인포매틱스의중요성
- KISTI 바이오인포매틱스연구의연혁
- 바이오인포매틱스연구의목적및주요사업분야

2) 초고속연구망고도화.활성화.국제화
사업개요
사업수행내용
- 초고속연구망운 센터
- 초고속연구망보안센터

제제22편편 미미래래를를 이이끌끌 과과학학기기술술 핵핵심심기기관관
제제11장장 지지식식정정보보사사회회를를이이끌끌어어갈갈첨첨단단연연구구기기관관

119977

220022

220044

220099

221122

221155

221155

222277

222277

222255

222288

221177

222222

223322
223333

223366

223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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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N T E N T S

제제33편편 ‘‘혁혁신신’’의의내내일일,, 과과학학기기술술선선진진입입국국을을꿈꿈꾸꾸며며
제제11장장 제제22의의도도약약

제제22장장 비비상상((飛飛上上))

11..더더 나나은은 미미래래를를 준준비비하하다다
조직개편의배경, 필요성
선택과집중에기반한미래지향적조직개편

22..혁혁신신적적 청청사사진진을을 그그리리다다
4대핵심사업의구상
-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업
- e-Science 연구환경구축사업
- e-서비스기반국가과학기술도서관(e-NSL)구축사업
- 국가 R&BD 체제구축사업
새로운 45년을준비하다

11..이이제제 테테마마는는 혁혁신신
22..비비상상((飛飛上上))

부부록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관
연구원 CI, BI 소개
역대기관 로고
역대 기관장
KISTI 출범이후 조직,인력,예산의 변화
주요 정보서비스 현황
주요 DB 구축 현황
주요 슈퍼컴퓨터 자원 현황
네트워크 구축 현황
주요 시설 현황
한마음 KISTI
연표(KORSTIC부터 KISTI까지)

226655

226688 

227744

228811
228855

228877
228899
229911
229933
229955

주요정책연구성과
- 기관연구개발정책의수립및개선
- 국가지식정보인프라정책의수립및지원
- 지식정보인프라발전을위한선도정책연구
향후목표및비전

- 초고속연구망기술센터
- 초고속연구망응용센터
- 초고속연구망사무국업무
주요성과
- 세계적수준의2.5~20Gbps급초고속연구망인프라고도화달성
- 세계적수준의중국~한국~미국간GLORIAD연동서비스제공
- 망장애및보안침해사고에대한신속한대응체제구축서비스
-2005년기가급대역폭을요구하는첨단과학기술응용연구원년달성
목표및비전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네티즌이만드는슈퍼컴퓨팅세상, Korea@Home프로젝트

55.. 성성과과확확산산 및및 정정책책연연구구
1) 성과확산
사업개요
사업수행내용
- 고객중심의정보마케팅을통한성과확산
- 과학기술정보확산을위한이용자클러스터구축
- 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관리지원업무
주요성과
- 정보이용자확대
- 양방향정보교류의장, 과학기술정보클러스터
- 찾아가는현장맞춤형과학기술정보활용세미나
- 과학기술대중화를위한‘KISTI의과학향기’서비스
목표및비전

2) 지식정보인프라 정책 연구
사업개요
정책연구의변화와발전
- 정책연구조직의변화
- 정책연구기능의발전

224422

224444

224455

224477
224477

224488

225533

225555

225577

225577

225588

226611
KKIISSTTII를를 만만든든 55인인의의 프프론론티티어어

조경철사무총장
박홍식원장
성기수소장
김규칠원장
조 화원장

과과학학기기술술 IInn ffoo SS ttoo rryy
NTIS를기반으로조기경보체제구축
국제적e-Science를가능케해준 로리아드(GLORIAD) 

227777
227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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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박정희대통령 연구원 시찰
❷ 서울청사 준공식
❸ 이후락이사장 주재 임원회의

❷

❸

Photo History of 
KORSTIC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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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❻

❹

❼

❽

❿

❾

❶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연구시설 시찰 년 월
❷ FID McBurney 회장 내한 강연 년 월
❸ 국제문헌연맹 총회, 일본 동경
❹ 제 회 과학기술정보 관리 강좌 년 월
❺ 초창기 정보처리실 년
❻ 제5회 분야별 정보관리 세미나 년12월
❼ 와룡동 구청사 건축장면 년
❽ 서울청사 건축장면 년
❾ 서울청사 준공 년10월
❿ 정기 이사회 년2월

❶

❸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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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❸

❶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개원 현판식 년 월
❷ 산업연구원 명칭변경 현판식 년 월
❸ 산업연구원 현판식 준비 모습

Photo History of 
KIET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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❻

❹

❸

❺

❶

❷

❶ 강원지역정보센터 개소 기념식 년 월
❷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초대 박성상 원장 취임 년 월
❸ 산업연구원 개원 3주년 기념식
❹ 산업연구원 현판식에 참석한 주요 외빈 년 월
❺ 농촌일손돕기 새마을운동 년
❻ 반월공단 경 인 간담회 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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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❸

❶ 산업기술정보원 개원 현판식 년 월
❷ 정기 이사회 년 월
❸ 기술이전정보센터 현판식

Photo History of 
KINITI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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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❹

❺

❻

❼

❽

❶

❷

❶ 캐나다 NRC와 업무협약식 년10월
❷ 정보서비스 시연모습 년

❸ 96한.일 테크노마트
❹ 인천광역시와 업무 협약식 년 월
❺ 정보서비스 촉진을 위한 지역정보센터 소장회의 년8월
❻ KINITI-IR 주전산기 가동식 년12월
❼ KORSTIC-KINITI OB만남의 날 년12월
❽ 벤처기업협회와 업무협약식 년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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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❸

❺

❻

❶ 연구개발정보센터 현판식 년 월
❷ 산업기술정보원과 업무협약식 년7월

❸ 일.한 온라인자동번역 서비스시스템 공동개발 조인식 년6월
❹ 1996 과학기술정보 워크샵 년1 월
❺ 정보서비스 시연 년4월
❻ 학회정보화 시범사업 시연회 년1월

Photo History of 
KORDIC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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❺

❻

❼

❾

❽

❺ 대전광역시와 업무협약식 년1월
❻ 제2회 디지털도서관 컨퍼런스 년11월
❼ 해외과학기술자료 분담수집 및 공동활용 방안협의 년2월
❽ 연구개발정보센터 초대소장 취임식 년5월
❾ 연구개발정보센터 청사이전 년12월

❶ 정보교류 워크숍
❷ 워크숍
❸ 중앙일보와 과학기술분야 인물DB 제휴 조인
❹ 제5회 초고속응용기술 워크숍 월

❶

❹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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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❸

❷

❸

Photo History of 
KISTI

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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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❺

❶

❷

❸

❹

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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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❷

❸
❹

❸

❹

❶

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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❹
❺
❻

❺ ❻

❹

❶
❷
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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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움1962~2000

077 078

제1장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2차 세계대전이래미국과소련의우주개발을중심으로한기술개발경쟁이시작되는데, 특

히 1957년 소련의 인공위성발사 성공으로 자극을 받은 미국은 과학기술 정보활동정책을

강화하게 된다. 이러한 움직임이 세계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UNESCO에서도 후진국에 대

한 과학문헌센터 설립을 적극 지원하 고, 그 일환으로 유네스코는 한국의 과학문헌센터

설립에대한재정및기술지원을약속하 다.

5.16으로 새로 출범한 정부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과학기술진흥 5개년 계획을

동시에 추진하면서 과학기술 전담조직으로 경제기획원에 기술진흥국을 두고 이 계획을 뒷

받침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과학문헌센터

설립 계획과 지원 권고를 수용하고, 유네스코에 전문가 파견과 재정원조를 요청하게 된다. 

이로써 1962년 1월 1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한 조직으로 한국과학문헌센터(Korean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가 발족되고, 같은 해 3월에 기관명이‘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 KORSTIC)’로

개칭된다. 이때부터 조직 정비와 핵심 요원 선발에 착수하 고,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의

업무를참고로하여정보서비스체계를개발하고운 하기시작하 다. 

1964년 2월에는 사단법인체로 전환, 문교부 산하 기관으로 편입되면서 본격적으로 정보

이용자를대상으로정보관리강좌를시작하 다. 또한, 유네스코원조자금으로해외전문가

초청, 직원 해외연수, 자료 복사 및 인쇄 설비 도입 등의 사업도 추진하 다. 1967년에 과

학기술처가 신설되면서 KORSTIC이 문교부 산하에서 과학기술처 산하로 이관되었고, 사

단법인체에서재단법인체로전환되었다. 

한편, 1966년 KIST 설립을 시작으로 전문분야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하나둘씩 설립되

기 시작하 고, 기술개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면서 과학기술 투자 또한 확대되

돋움 SINCE 1962,

혁신KKIISSTTII SINCE 2001,
그리고
웅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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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역.기술과 해외지역 및 산업.경제에 관한 국제협력기구의 동향 등 국제 경제 전반에

관련된 각종 동향과 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고 해외 진출을 도우며 나아가 국가의 산업.통상.기술

및국제협력에관련된정책수립에이바지하는데있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KIET 초기에는 산업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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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에 들어와서는 산업 구조조정과 기술혁신을 통한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가 강조되었는

데, KIET는이에부응하는다각도의노력을강구했다. 

상공부는 1988년 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 기능의 강화를 위해 산업기술정보센터

(the Center for Industrial and Technical Information : CITI)를 KIET 부설로설립하

다. 그러나 KIEI와 KORSTIC 양 기관의기능이성격상판이하고, 연구원의전공분야또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분야로 크게 달라 국가 기술정보 유통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

고 있다는 평가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1989년 8월, 산업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

는 전 직원이 서명한‘산업연구원(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는 분리.독립되어야 한다’는 취

지의성명서를발표한다. 

이와같이두기관의물리적통합이적지않은문제점을노출시키면서기대만큼의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KIET는 결국 1991년 1월 산업연구원(KIET)과 산업기술정보원(Korea

Institute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 KINITI)으로다시분리·독립된다.

제3장 산업기술정보원(KINITI) 

1991년 1월 21일법률 4320호(산업기술정보원법)에의거국가기술정보전담기관으로산업기

술정보원(KINITI)이 산업연구원으로부터 분리, 독립하 다. 1982년 1월 11일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KORSTIC)와 국제경제연구원(KIEI)이 통합된지 9년만에국가산업기술정보의총

본산역할을담당하는국가기관으로재탄생한것이다.  

KINITI의 설립 목적은 국내외 기술 및 산업·무역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보급하고,

산업간및지역간의원활한정보교류를촉진함으로써산업의국제경쟁력을높이는데이바

지하는것이다.  

주요 수행업무는 국내외 산업기술정보의 수집·처리·관리·보급, 수집·관리된 정보의

Database 제작, 국내외산업기술동향의조사·분석·연구, 정보의생산·관리·보급에관한

기 시작하 다. 당시의 과학기술 수준은 아직 선진기술의 모방 개발이나 도입 기술을 소화

흡수하기위한연구개발이대부분을차지했고, 이러한형태의연구개발에는국내외과학기

술정보의 활용이 무엇보다 중요했다. 그러나 국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은 외부 이용자에 대

한정보자료이용을제한하고있어서 KORSTIC 활용이유일한정보입수창구가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

로 기술개발 전담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 다. KORSTIC은 급증하는 정보 수요에 대처하

기 위해 정보자료 수집 규모를 확대하고, 정보이용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끊임없이 새

로운정보서비스를개발하고, 서비스품질향상노력을기울여왔다. 

이처럼KORSTIC은우리나라경제가태동하는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이르기까지우

리나라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 다. 정보가치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의 정보산업 황무지 시대에서, KORSTIC은 이처럼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활동의중추적역할을담당함으로써산학연의신기술개발과정보마인드확

산에큰기여를한것이다. 

이후 KORSTIC은 경제및기술정보를동시에제공한다는정부의방침아래 1982년 국제

경제연구원(Korea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e : KIEI)과 통합, 한국산업경제기

술연구원(KIET)으로새로이출범하게된다. 

제2장 산업연구원(KIET)

1977년, 우리나라가 사상 처음으로 100억 달러 수출에 무역흑자를 기록하면서 국내 경제

의국제화필요성이증대되고지역연구의다양화가요구되었다. 당시 정부의정책입안자들

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이 커진 만큼 산업경쟁력의 요체가 기술혁신이라는 데 인식을 함께

했다. 그리하여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및 경제 관련정보를 동시에 제공함

으로써 이들 정보 간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고, 또 현실에 기초한 산업정책방향을 제시

할국가기관설립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과학기술입국의 주체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 던 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는 1982년 1월 11일 국제경제연구원(KIEI)과 통폐합, 한국산

업경제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echnology : KIET)

으로 새롭게 출범하게 된다. KIET는 1984년 8월 27일 명칭이‘산업연구원’으로 개칭되고

문명은그대로사용하게된다. 산업연구원법에는산업연구원의설립목적이국내외의산

079 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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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Center : KORDIC)는 1993년 대덕의 시스템공학연구소 3층에 연구실을 개

설하고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하게된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가공하여국내연구기관및학계, 산업계에제공하며, 정보유통관련시스템개발및표준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유통을 촉진하여 과학

기술발전에기여한다는데그임무와사명을두고있었다.

초기의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저비용 고효율을 모토로, 우선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

구기관들의 기술정보실 또는 전문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가공.보급하

는 사업부터 시작하 다. 이와 함께 출연연구기관이 가지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DB화하는

작업도 병행하 다. 또, 이러한 정보를 묶어 출연기관 연구원들로 하여금 공동 활용하고,

다시대학이나중소기업등에이용할수있도록하 다. 

이를위하여창원, 광주등지방에지역정보센터를구축하고지역의특성화된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를 확대하 다. 이 사업은 해가 더할수록 확장되면서 전국의 수많

은대학과출연연구기관이네트워크로연결되는결과를가져오게되었고, 지역의정보화를

앞당기는계기를마련하 다.  

1997년 1월에는상위기관인 KIST가 서울에위치하고있어관리상비효율적이라는이유

로, 1997년 1월 KAIST 부설기관으로 소속을 옮기게 된다. KAIST 부설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사용자에게 보다 친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 시스템을 제공

하고, 보다 알찬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 전념하 다. 또한, KOSTI 워크숍을 통해 정

보 전문가를 결집시키고, KORDIC News Letters를 발간하는 등 KORDIC의 기능과 역할

을알리기에노력했다. 이때자체기술로정보검색시스템KRISTAL-II를개발하기도하 다.

한편, 정부는 1999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을제정, 합리

적인 국가연구체제의 구축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 합리화를 도모한다. 이때 연구개발

정보센터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에서 공공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개발정보센터로

독립하게 된다. 산자부 산하의 산업기술정보원 또한 이러한 이유로 국무총리실 산하의 공

공기술연구회 내로 소속이 변경되는데, 이로써 산업기술 정보사업을 추진하는 산업기술정

보원과과학기술정보사업을수행하는연구개발정보센터, 두 정보기관이같은연구회내에

속하게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두 기관을 통합.운 함으로써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할 수

표준화 연구 및 기술개발, 산업기술정보망 구축,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협력

및유통등이었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경제시책 중점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국가·사회의 정보화

와산업기술정보유통체제구축에능동적으로참여하기위하여KINITI는 중장기발전계획

을 수립, 1단계(1991~1993년)에는 정보의 수집.가공.유통 기반조성에 주력하 고, 2단계

(1994~1995년)에서는국내외정보유통기반확충, 3단계(1996~1997년)에서는정보활동의

고도화및국제정보교류의활성화에중점을두고사업을수행하 다. 

정보수집.관리 부문에서는 연간 8000종의 해외 정기간행물을 수집하고, 정보자원 종합

관리 시스템을 운 하 다. 정보조사·분석 부문에서는 기술 및 산업시장 정보 분석 기능

을 강화하고, 기업의 다양한 신기술 개발에 대한 정보조사 및 사업성 분석 등 맞춤형 정보

수요에대응하는데진력하 다.

정보서비스 부문에서는 2만 개처의 정보이용회원을 개발하고, 연간 40만 건의 원문제공,

연간 4300명의정보전문인력을양성하 으며, 지역정보화부문에서는지역정보센터별정

보거점확보로지역정보보급기능을활성화하고, 지역고유정보 DB제작기능을강화하 다.

또한 국가 정보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기술정보유통협의회를 구성.운 하기도 하 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정보원은 1991년 1월 산업연구원으로부터 분리, 독립한 이래 명실 공

히 국가 과학 및 산업기술정보 유통전문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산업과 과학, 기술과 관련

한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분석.가공.축적하여 신속히 보급함으로써 국

가산업과학기술정보활동의총본산으로서그소임을다하 다.

제4장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1980년대 매년 R&D 예산이 증가하고 기술수준이 급변하면서 정부는 과학기술정보의 수

집.분석.가공, 그리고이러한정보의제공을효율적으로관리할필요성이있다는것을인식

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과학기술 종합연구기관으로 슈퍼컴퓨터를 보유한 한국과학기술연

구원(KIST)에서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 다. KIST의 컴퓨팅 능력으로 과학기술부

산하출연연구기관이보유하고있는전문정보를손쉽게취합하고활용할수있는서비스를

제공할수있을것으로판단하 던것이다. 

1991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내의 과학기술 정보유

통사업단으로 첫발을 내디딘 연구개발정보센터(Korea Research and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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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케 하 으며, 그 결과 수많은 논문들이 해외 저널에 발표되는 등의 성과를 가져왔다.

1993년 11월에는 슈퍼컴퓨터 2호기로 CRAY Y-MP C90 시스템을 도입한다. 1997년 5월

에는 병렬 컴퓨터 CRAY T3E를 설치했고, 1999년에는 슈퍼컴퓨터 2호기 보조 기종으로

Compaq사 시스템을 도입하 다. 2000년 1월부터는 핵심연구과제에 대한 슈퍼컴퓨팅 자

원및전문기술의집중지원을실시하기위해‘전략적자원할당제도시행계획’을시행하

고, 이와 같이 자원의 능동적 배분을 시행한 결과, 2개의 SCI 등재를 포함하여 23개의

논문 발표가 있었고 6개의 새로운 이론 정립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슈퍼컴

퓨팅 응용 관련 연구의 관심도를 증진시켰고, 해당 연구자의 기술 교류 및 슈퍼컴퓨팅 및

거대과제발굴을통해신기술신학문을개척하는계기가되었다.     

이렇게 KIST 전자계산실에서출발한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1970년대우리나라정보

산업의 황무지 던 시기로부터 출발하여 40여 년 간 교육.행정.의료.국방.건설.과학기술

응용및시스템소프트웨어, 정보인프라, 네트워크인프라구축등과학기술및사회전분

야에 걸쳐 괄목할 만한 업적을 남기면서 우리나라 정보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왔다.

있고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었고, 이로써 2001년 산업기술정보원(KINITI)

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통합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출

범하게된다.

제5장 슈퍼컴퓨터센터

1966년 2월 국내 유일의 종합연구기관인 KIST가 설립되고, KIST 핵심연구 분야의 하나

로 컴퓨터 활용 기술에 대한 연구가 부각되면서 1967년 6월 KIST 전산실이 출범했다.

KIST 전산실은 1969년‘CDC 3300’을 도입하고, 데이터 통신 및 EPB 예산업무 전산화,

OCR 시스템 도입 및 처리기술 개발, 체신부 전화요금고지서 전산화, 전매청업무 전산화

등한국의경제발전과정보산업역사에길이남을주요프로젝트들을수행하게된다.  

‘CDC 3300’을도입한지 1년여만에다양한소프트웨어개발에성공함으로써컴퓨터활

용률이 급상승하 고, 이에 따라 1971년 11월에는 최신 기종인‘CYBER 72-14’를 도입하

기에이른다. 이어잇달아최고, 최신의기종으로도입된 CYBER 시리즈는정보인프라공

동활용의메인서버로서역할을다하 다. 

1973년 8월 KIST의 조직개편으로 전자계산실은 전자계산부로 승격하고 하부에 전산연

구개발실과 전산운 실로 개편되었다. 1976년 2월에는 전자계산조직연구부로 개편되었다

가, 1977년 4월 KIST 전산개발센터로 개칭되었다. 1979년 1월, CDC 3300과 CYBER

72-14에 이은 세 번째 컴퓨터로‘IBM 3032’를 도입하게 되었다. ‘IBM 3032’는 사이버

시리즈와 더불어 80년대 중반까지 전산개발센터의 주력 기종으로, 의료보험 전산화를 비

롯, 88 올림픽 전산화의 발단이 된 1983년 인천 전국체전 전산화 등 많은 프로젝트에 사용

되었다.   

1980년 12월, 15개이공계출연연구기관이 9개로통폐합됨에따라KIST는 KAIS(한국과

학원)와 통합되어 KAIST로 출발하게 된다. 이에 따라 KIST 전산개발센터는 KAIST 전산

개발센터로 되었다가 1982년 1월 KAIST 부설 전산개발센터로 명칭이 바뀌었고, 1984년

11월 KAIST 부설 시스템공학센터(System Engineering Research Institute : SERI)로

재출발하면서크게확대되었다. KA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는다시 1989년 6월 KIST 부

설시스템공학센터(SERI)로 소속이변경되고, 1990년 1월에는 KIST 부설시스템공학연구

소로 명칭을 변경하 다. 1988년 9월 시스템공학센터는 한국 최초의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를 도입함으로써 선진국에서만 가능했던 기초과학분야 연구들을 국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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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들어 세계 과학기술계는‘생각의 속도로 발전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빠르게 진

보하기 시작하 다. 이렇게 급변하는 과학기술계를 선도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새로워져

야만 하고, 같은 시간과 비용으로 두 배, 세 배 이상 뛰어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혁신적인

효율성 강화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해졌다.더구나 세계 과학기술계의 패러다임 역시‘첨

단화, 거대화, 융합화’라는 세 가지 방향으로 빠르게 변화되었다. 과학기술 R&D 주기는

급속히 짧아지고, 정보기술.생명공학.나노기술 등의 융합은 점차 다양하고 복잡해지고 있

으며, 광입자충돌가속기 실험이나 로벌 환경 프로젝트와 같이 여러 국가가 함께 연구해

야만하는인류의거대연구과제또한빠르게활성화되었다. 

이렇게 급변하는 과학기술계의 변화에 대응해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는 정보유통기관이 단순히 과학기술 정보를 수집.서비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정

보를 토대로 첨단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보다 혁신적인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 절실하

다. 분산된 정보를 통합.서비스하는 것은 물론이고, 과학기술 전용망과의 연계체제를 구축

하고 아울러 대용량 심층 정보를 생성.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컴퓨팅 파워 활용체제

등 3박자를고루갖출것이요구되었고, 이러한수요에의해대략적인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KISTI)의 모습이 그려지기 시작하 다. 그리고 2001년,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통합으로 국가과학기술정보화를 선도할 새로운 원동력, 한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탄생하게되었다.

1. 정보자원 개발 및 유통

우리연구원은국가과학기술R&D 인프라구축에있어최우선과제인과학기술정보유통체

계구현을위해국가차원에서핵심과학기술정보자원을개발하고아카이빙(압축보관)하고

혁신KISTI, 2001~2006

있다. 또한국내외정보협력과 로벌네트워크활동을통해, 다양한정보자원의통합연계를

위한정보유통체계를구축함으로써정보가용성극대화및원문제공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다.

주요성과로는먼저, 해외핵심과학기술정보자원개발을들수있다. KISTI는전세계학

술지의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을 통해 해외 핵심 학술지 2만 종을 선정, 자원개발의 범위와

방법을 정예화하 으며, 소장과 접근의 관점에서 인쇄자료와 전자 자료를 상호 보완하여 개

발하 다. 이를통해과학기술분야우수학술지를포함한 SCI 등재학술지의 32%를수집.확

보, 국내수요를최대한반 함으로써소장자원의질적수준향상에기여하 다. 

두번째로, 국가고유과학기술정보자원개발이다. 우리연구원은과학기술계학회를대상

으로신규학회의자율적참여를유도하고, 170여개학회에학술정보시스템을보급, 학회별

전자저널의발행이가능하도록지원하 다. 또국가고유정보자원생산및활용실태를조사

하여 2004년부터 매년 백서로 발간, 배포하 다. 또한, XML 전자문서 표준화를 통한 국가

고유정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이를 정통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도 연계하여

추진하 다.

세번째로, 정보수요자중심고품질콘텐트개발및서비스다. 우리연구원메타정보의품

질향상을 위하여 2004년 Working Group을 운 하 으며, 그 결과로 산출된 Action Plan

에 의거, 단계적 고품질화를 추진하 다. 또 문 중심 콘텐트 범주를 확대해 중국 학술지

1040종과 일본 학술지 900여종을 수집해 DB로 구축했으며, 국내 주요 대학, 연구소, 기업

등 505개 기관이소장하고있는학술지 5만 1000여종에대한국내최대규모의국가종합목

록을DB로구축하여발간, 배포하 다.

네번째로, 2004년부터국내최초로 로벌네트워크를활용한협력형참고정보서비스를

시작하고, 이를기반으로2005년부터국내5개기관과‘Question 포인트+협력그룹’을결성

하는등 로벌정보협력체계구축을본격화하 다.

다섯번째로, 원문제공확대와쌍방향 e-DDS 관리기능과 Z39.50 프로토콜을채택한이용

자 친화적인 정보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2005년도에 실시한 한국능률협회를 통한 만족

도 조사결과, 원문 서비스부문에서 96.0%, DB 서비스부문에서 93.6%의 만족도를달성하 다.

여섯번째로, 2005년부터‘차세대지식콘텐트선도기술개발연구’라는신규과제를선

정해 차세대 지식콘텐트 개발 전략 및 아카이빙 연구를 시작하 으며, 서울대학교 물리학

연구정보센터와의 협동 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 e-Prints 아카이브인 Science At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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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다락방)  프로토타입을개발하 다.

일곱번째로, 2004년부터미국OCLC, 캐나다 CISTI 등과목록및메타DB의구축협력

을 추진함으로써 국내 최초로 DB 구축 로벌화와 국내 연구개발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

하는등세계적수준의과학기술정보자원의개발과유통을추진해왔다.

2. 정보시스템 개발ㆍ운

2001년 기관 통합으로 양 기관이 보유했던 데이터베이스가 합쳐지고, 이용자층의 확대와

다변화 등으로 인해 새롭게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의 양이 급증함에 따라 신규 서비스 발

굴.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기존의 정보유통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엄청난 변화

와 혁신을 요구받게 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우리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은 지속적

인환골탈태를통해서비스사용자와데이터베이스구축자와관리자의요구사항에가장근

접한시스템으로거듭나게되었다.

주요성과로는 먼저, 과학기술정보 포털 서비스 체제(yesKiSTi)의 구축을 들 수 있다.

2004년에는 회원 통합과 SSO(Single Sign-On) 시스템 개발을 통해 20여 개 패 리 사

이트에대한통합인증서비스를실시했고, 2005년에는과학기술콘텐트, 서비스, 실적을하

나로 통합하고 표준적인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 다. 그리고 2006년에는 표준에 입각

한외부연계및참조링킹시스템을개발하 다.

두번째로, 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 개발이다. KRISTAL은과학기술지식정보자

원의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정보유통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정보의 생산과 서비스

를 동기화할 수 있는 기반시스템의 필요성에 의해 개발되기 시작하 다. 2002년에

KRISTAL-2000 개발이완료되었고, 2004년에서 2005년까지는 KISTI 내부 서비스사이

트의 대부분을 KRISTAL-2002로 교체했으며 KRISTAL 차기 버전 KRISTAL-III의 개

발에착수하 다. 또다수의KRISTAL 기술협력업체를지정, 기술지원을실시하 다. 

세 번째로, RSS 기반 과학기술정보배급표준시스템(STI-RSS) 개발이다. 매우 방대하고

다양하며정보의발생주기와서비스또한복잡한과학기술정보를보다효율적으로서비스

하기위해 2005년배급표준시스템인 STI-RSS를개발하 다. 

그리고 2006년현재과학향기, 맞춤정보서비스, 해외과학기술동향, 과학기술동 상정보서

비스등 4개분야정보와과학향기블로그에 STI-RSS 시스템을적용하고있다.

네 번째로, 2004년 메타데이터 수집 및 OpenURL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전자원문 링킹

시스템을 개발하여 NDSL 등 해외 전자원문서비스 기관과 연계하 고, 2005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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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AI를 이용, 52만 건의 해외 무료 저널을 수집하고 이를 yesKISTI를 통해 서비스하 다.  

다섯번째로, 과학기술지식정보식별체제(KOI)의 개발이다. 2003년에디지털정보객체에

항구적으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KOI(Knowledge Object

Identifier)’라는과학기술지식정보식별체계를독자적으로개발하 고, 2005년에는다양

한과학기술정보에체계적으로KOI를부여할수있도록통합식별메타데이터를지원하 다.

3. 전략기술정보 분석ㆍ지원

정보분석의목표는분명한활용목적을가지고기술과산업등지식의흐름을예측하고지식

점프를 이뤄내는 데 있다. 따라서 정보분석은 지식정보 사회의 연구개발 활동과 산업 활동

에핵심이되는‘문제제기’를만들어내는정보분야의중요한 역이라할수있다. 

주요성과로는먼저, 기술의산업화연계를위한정보분석시스템구축을들수있다. 우리

연구원은정보분석의핵심 역을미래사업화유망아이템과유망연구 역발굴에집중특

화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 등의 연구기획 역량 강화를 선도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보분

석의 핵심 이용자를 크게‘수요대응형’과‘전략기획형’으로 나눠 2005년 현재 각각 985과

제와 2만 5334 과제의분석정보를기획, 생산하고있다.

두 번째로, 우리 연구원은 정보계량분석을 통한 유망연구 역 선정 방법론과 미래유망기

술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세스와 심층정보분석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개발, 적용하고 있

다. 이를 적용한 계량정보분석시스템(KISTI Information Analysis System : KITAS)은

감사원의‘차세대성장동력산업과제간중복성감사(지능형로봇분야)’정보분석, 과학재

단의‘2005년도 우수연구센터 선정평가용 선행연구’정보분석 등에 실제 활용된 바 있으

며, R&D의사결정지원시스템(Sci & Tech information Analysis for R&D decision

making : STAR)은 국내 대기업의 LCD 연구기획 부문과 건설교통부 연구개발사업 경제

성평가등을지원하 으며, 광주과학기술원에기술을이전하 다.

세 번째로, 미래유망기술사업화 아이템 발굴과 심층정보 분석을 위해 정량·정성 분석이

결합한KISTI 고유의유망기술사업화아이템발굴프로세스를개발해, 국가전략기술에대

한‘기술사업기회심층분석(MENTOR)’보고서체제를새롭게구축하는등의성과를올렸다.

네 번째로, 정보분석을 위하여 해외동향분석 전문가, 고경력과학기술자, 기술시장분석전

문가, 지역클러스터협의회 등 국내외 약 1000명 이상의 과학기술 및 산업시장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 다. 특히 KOSEN은 2005년 회원 수 3만 명을 돌파하 으며, 국제혁

신박람회에서과학기술부의대표적혁신사례로선정되기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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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 번째로, KISTI 과학기술정보포털사이트(http://analysis.kisti.re.kr)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한편, 해외과학기술동향, TLD(Techno Leaders’Digest), 원로과학기술자를활

용한 첨단기술 정보분석, 나노위클리, 전략분석보고서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병행

을통해분석정보의확산을극대화하고있다.

4. 슈퍼컴퓨팅인프라 및 초고속연구망 개발ㆍ운

11 )) 슈슈퍼퍼컴컴퓨퓨팅팅인인프프라라

우리 연구원은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인 초고속 연구망을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활용유도와다양한연구분야에서의슈퍼컴퓨팅응용연구저변확대를위하여내

부의연구지원능력을강화하여왔다. 뿐만아니라과학기술발전에따른환경변화에대처

하기 위해 슈퍼컴퓨팅 관련 기술개발과 초고속연구망의 고도화에도 끊임없는 노력을 경주

하여왔다.

주요성과로는먼저, 슈퍼컴퓨터 3호기도입을들수있다. 슈퍼컴퓨터 3호기 NEC SX-5

의 도입은 2001년부터 시작됐으며, 이를 통해 국내 계산과학 분야에 본격적인‘사용자 지

원 프로젝트’가 가능해졌다. 또 슈퍼컴퓨팅센터 역시 세계적 수준의 센터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되었다.

두 번째로는, 병렬형 슈퍼컴퓨터 시스템의 도입이다. 슈퍼컴퓨팅 수요가 급증해 기존의

슈퍼컴퓨팅 자원이 부족해지기 시작하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하여 Cray

사의 MPP 병렬형 슈퍼컴퓨터인 Cray T3E와 Compaq사의 SMP 병렬형 슈퍼컴퓨터인

HPC160, HPC320, GS320 등을보조시스템으로투입하 다. 

세 번째로, 슈퍼컴퓨팅 사용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다. 우리 연구원은 2000년도부터

시행해온 연구지원과제인‘슈퍼컴퓨팅 응용 전략과제’, 초거대 응용연구과제에 적용해 온

‘거대도전과제’, ‘국가 연구개발 지원기관과의 연계과제’, 2005년 말부터 시행한 우리 연

구원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기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초보자 지원 프로그램’, 중

점 연구분야의 연구과제에 대하여 장기적으로 독점 자원을 제공하는‘중점과제 연구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같이 연구여건이 미흡한 산업체의 기술적 애로

사항을 슈퍼컴퓨팅 응용기술을 기반으로 해결·지원하는‘산업체 기술지원 사업’등 총 6

개의 슈퍼컴퓨터 사용자지원 프로그램 운 을 통해 슈퍼컴퓨팅 사용자들을 적극적으로 지

원하고있다. 

네 번째로, 2002년부터 시작된‘국가 그리드 구축사업’이다. 그리드 사업의 초창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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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클러스터 개발’, ‘메타컴퓨팅 인프라 구축 기술 개발’, 그리고‘국내외 슈퍼

컴퓨팅센터 간 협력’등이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그리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한 가상연구개

발환경(e-Science) 구축기술개발에집중하고있다. 

다섯번째로, 바이오인포매틱스인프라구축과서비스제공이다. 우리연구원은생명현상

연구를 위한 국가적 IT 인프라(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 컴퓨팅 시스템 등)를 구축하여 연

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바이오인포매틱스 사업을 수행해 왔다. 이에 GenBank, PDB,

SWISS-PROT 등 세계 주요 생물정보 DB를 국내에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

로구축하여서비스하고있으며, 각종서열분석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22 )) 초초고고속속연연구구망망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패러다임이 학문 간의 융합, 대형 실험 장비의 공동 활용,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정보(데이터)의

양이엄청나게증가하고있다. 이에우리연구원에서는국내과학기술자들이과학기술연구

를원활히수행할수있도록하기위해 1988년‘지식정보사이버연구기반구축’의일환으

로 초고속 과학기술연구망을 구축하 다. 현재 국내 산.학.연 중심의 과학기술자들을 대상

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슈퍼컴퓨팅, 그리드(Grid)와 e사이언스(e-Science) 응용분야 등의

고성능네트워킹인프라를지원하고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세계적 수준의 2.5~20Gbps급 초고속연구망 인프라 고도화 달성을

들 수 있다. 우리 연구원은 서울~대전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지역, 14개 지역망센터(Giga

PoP)에 초고속연구망을 구축하 다. 이는 국내 최고, 세계 수준의 광 람다(Lambda) 기반

최대 20Gbps급 백본망으로서이를통해국내산.학.연 200여 연구기관의과학기술자들에

게과학기술응용연구지원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두 번째로, 세계적 수준의 중국~한국~미국 간 GLORIAD 연동 서비스 제공이다. 2005

년 8월 1일, 연구망분야의선진 6개국이세계최초로지구전체를 10Gbps급광람다네트

워킹으로 묶는 로리아드(GLORIAD)를 구축하 으며, 우리나라는 중국(홍콩)~한국(대

전)~미국(시애틀) 구간을 10Gbps급으로 연동하여 국제 연구 트래픽 전송서비스

(International Transit Service : ITS)를제공하고있다.

세 번째로, 망 장애 및 보안 침해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서비스다. 국제 수준

의 NOC, NSC 체제를 구축.운 함으로써 24*365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해 망 장애 및

보안침해공격사고에대해적극적으로대응할수있게되었고, 이로써안정적연구망기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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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하고 있다.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S&T-SEC) 사업을 통해,

주요연구정보자원에대한침해공격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는기반을확보하여정부출

연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네 번째로, 2005년에는 국내 최초로, 해외 선진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수 Gbps급 대역폭을 요구하는 선도응용연구를 수행하 다. 특히,

2005년 시애틀에서개최된슈퍼컴퓨팅컨퍼런스(SC05)에서 우리나라는미국, 캐나다등 5

개국과공동으로고에너지물리분야연구데이터최고전송속도를기록(150.57Gbps)하면

서‘Bandwidth Challenge’상을공동수상하 다. 

5. 성과확산 및 정책연구

11 )) 성성과과확확산산

우리나라는 세계 최상위권(2006년 OECD 통계연보)의 과학기술 수준에도 불구하고 정보

이용수준은매우낮다. 미국과는 9배, 대만.싱가포르.홍콩등과는 3배이상의차이를보인

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리 연구원은 수요자 중심(Consumer-oriented) 차원에서 정보

를 상품화하고, 정보유통과 정보촉진 활동을 전개해 왔다. 더불어 기술 인프라 확산의 전

과정에서 고객의 욕구를 발견.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노력과 전략적 마케

팅, 즉 고객의 Targeting과 핵심 편익 제공 차원의 접근을 강조해 왔다. 우리 연구원은 성

과확산센터 내에 마케팅팀, 수도권 서비스팀, 충청권 서비스팀, 대구경북지원, 부산경남지

원, 광주호남지원을그리고지식정보센터내에지식포털팀을상호협력적으로운 하고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우리 연구원의 온.오프라인 모든 역을 통해 'One Voice, One

Look'의 통일성을확립하고, 긍정적이미지와고객중심의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고객지

향적서비스를함축적으로나타내기위한통합서비스혁신브랜드yesKiSTi 개발을들수있다.

두번째로는, 과학기술인들이쉽고친근하게다가올수있도록함으로써지식정보의확산

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한 KISTI 통합과학기술검

색홈페이지(www.yeskisti.net)의 구축이다. 

세 번째로는, 일반인들의과학기술에대한막연한거부감과이공계기피현상을해소하고,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의 참여도를 강화하기 위한

고객중심Mailzine Service ‘KISTI 과학향기’서비스개발이다.

네 번째로는, 산.학.연 과학기술정보 이용자 클러스터 구축 및 활용이다. 우리 연구원은

산.학.연전문가그룹과의인적네트워크 구축과연구개발 현장맞춤형과학기술정보 활용

세미나 실시 그리고 기업의 핵심기술과제에 대한 맞춤형 정보지원 등을 통해 지식정보

091 092

인프라성과확산을위해끊임없는노력을경주하고있다. 

이러한 노력들을 통해 우리 연구원의 이용 고객은 2003년에 21만 명, 2004년에 25만

명, 2005년도에 약 3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또 통합검색기능이 강화되면서

정보이용 편리성이 제고되어 이용실적이 급격히 증가하 는데, 2003년 375만 건에서

2004년도 410만건, 그리고2005년도에는664만건으로2004년도대비62% 증가하 다. 

22 )) 정정책책연연구구

우리연구원은국가과학기술정보정책및전략수립을효과적으로지원함과동시에 KISTI

가 로벌지식정보인프라전문기관으로서발전하기위한중장기연구개발전략등을수립

해 왔다. 이를 위해 국내외 지식정보 인프라의 정책동향 및 법제도 연구, 해외 선진기관에

대한 벤치마킹, 국가 과학기술 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과 평가, 대정부 제도 개선 건의, 기

관중장기발전계획의수립, 주요연구사업의성과분석.평가및모니터링, 대내외지식정보

인프라정책자문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주요 성과로는 먼저, 기관 발전전략의 수립과 지속적인 수정·보완을 들 수 있다. 구체적

으로 국가 대표기관으로서의 우산 기능을 원활히 수행하고 세계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인‘KISTI VISION 2010’수립, ‘미래첨단 과학기술 기획조사 연

구’수행과 이를 바탕으로 한 기관 주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

립, 2002년과 2005년 두차례경 진단과컨설팅을통한기관중장기발전계획의수정등

이그것이다.

두 번째로는, 국가 지식정보인프라 정책의 수립과 지원이다. 국가 대표기관으로서 우리

연구원은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센터발전계획수립, 국가 R&D 효율화를위한정보관리·

지원체제 개선방안 수립,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역과학기술정보체제

구축방안 등의 주요 기획연구, 국가과학기술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국가과학기술정보

자원관리·유통실태조사보고등정책자문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 다. 

세 번째로는, 지식정보인프라발전을위한선도정책연구다. 우리연구원은유럽과미국의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동향 및 정책연구, 납본제 등 과학기술 정보인프라 관련 법제연

구, 과학기술 지식정보지도 작성연구,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발전 예측과 대응방안 연

구, 미래첨단 과학기술 기획조사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여 대내외 지식정보인프라 정책

수립및관련연구사업의발전을선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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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의 최첨단박사는주 4일제근무가되면서, 금요일이면 2012년에개관되어아시아최대최

고의첨단시설과정보자원-전문정보인력을자랑하는KISTI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에가는게

일과가 됐다. 필요한 자료는 자신의 휴대폰을 통해 NDSL plus에 접속해 신청하면 되는데도, 최

첨단 박사가 굳이 이 도서관에 오는 것은 애인인 나잘난 양을 보기 위해서다. 나잘난 양은 마치

숲 속에 들어 온 듯 자연친화적으로 꾸며진 KISTI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 열람실을 무척이나

좋아해, 휴일이면거의이곳에서살다시피한다. 

화창한 금요일 오전 KISTI 국가과학기술정보도서관에는 세계 각지 도서관과 정보센터에서

KISTI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찾아온 사람들이 국제교류팀장의 안내를 받으며 도서관을 돌아보고

있었다. 그리고 KISTI의 인체 DB인‘디지털 코리안’을 활용해 개발한‘한국여성의 표준 얼굴’

로봇이여기저기서아이들에게책을읽어주는모습도눈에띄었다.

도서관 안으로 들어온 최첨단 박사는 나잘난 양을 찾기 위해 도서

관을 두리번거렸다. 그러자 최첨단 박사의 행동을 인식한 미모의

로봇이 최첨단 박사에게‘무엇을 도와드릴까요?’라며 묻는다. 최

첨단 박사가, 최근 취미로 관심을 갖기 시작한‘자기부상 자동차’

얘기를 꺼내자 로봇은 서가 사이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가슴에 부

착된 리더기로 책을 찾아가지고 대출대로 가져왔다. 멀티북을 펼

치니 책 수백 권에 해당하는 정보들이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시각

적으로 디스플레이 돼있다. 좋은 책은 찾았지만 나잘난 양을 만나

는 데는 실패한 최첨단 박사. 나잘난 양이 승인을 해주지 않으니 위성위치추적 장치도 사용할 수

없다. 최첨단박사는내심나잘난양이서운하다. 

연구소에 들어오자마자 최첨단 박사는 KISTI의 PetaFlop(1015)급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신약을

개발 중인 코리아 연구소의 이미래 박사로부터 긴급 u-메일을 받았다. 개마고원에서 골프를 즐

기고 있던 중 손목시계를 통해 긴급경보를 받았고, 입체화상을 통해 메일 내용을 확인해보니 인

도의 한 연구소에서 이 박사팀이 연구하고 있는 것과 유사한 연구를 지식재산으로 등록하려고

미리가본2030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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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은 오후 6시 57분에 대전 유성구 어은동에 5mm 정도의 국지성 호우가 쏟아진다는 예보를

들려줬다. KISTI의 PetaFlop(1015)급 슈퍼컴퓨터가 매우 좁은 지역의 일기까지 초단위로 정확히

예측해주고있기때문에가능한예보 다. ‘슈퍼컴퓨터야, 고맙다. 나잘난양을오늘감동의도가

니로빠뜨려드리리다.’라며즐거운상상을하는최첨단박사. 얼른매점으로달려가꽃무늬우산

을두개샀다. 

그러나 우산을 들고 손을 흔드는 최첨단 박사를 보자마자 나잘난 양은 매우 화가 난 듯 뒤돌아서

버리는게아닌가?  

“최첨단박사님은로맨틱하지않아요. 몇시몇분에비가오니까우산을준비하고, 항상막히지

않는도로를달리죠. 그리고바람이불어서춥다는나에게웃옷을벗어준경험도없죠. 우리는추

억이없어요.”

KISTI의첨단기술을활용해나잘난양이조금도불편을느끼지않도록해주려했던최첨단박사.

그런데 그것이 그녀를 화나게 하는 이유가 되다니...... KISTI의 양자컴퓨터로 우주의 기원을 밝

혀내고 초고속네트워크로 연결된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함께 인공태양을 만들어내는 세상이었지

만, ‘KISTI의 첨단 기술로도 도저히 알아낼 수 없는 것이 바로 여자의 마음이로구나......’하는

생각을하며최첨단박사는쓸쓸히집으로발길을돌렸다.

‘내일쯤 나잘난 양에게 아름다운 장미 한 다발을 선물로 보내야겠다. 내가 얼마나 로맨틱한 남자

인지보여줘야지......’

팽팽한 긴장 때문에 미열을 느낀 최 박사는 일찍 집으로 들어가 쉬기로 한다. 그런데 그 순간 나

잘난 양으로부터 뜻하지 않은 u-메일을 받았다.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나잘난

양의 데이트 신청에 기분이 좋아진 최첨단 박사는 일단 거울을 보고 양치질을 했다. 칫솔에 부착

된초소형센서에서‘미열이있고혈압이높다’는결과가나왔고, 곧‘무리한외출을삼가고휴식

을 취하라’는 주치의의 처방이 떨어졌다. 칫솔뿐만 아니라 옷이나 신발 등 최 박사의 몸에 닿는

모든 것에 달려있는 센서는 KISTI의 초고속네트워킹을 통해 슈퍼컴퓨터에 전달되고 그 내용은

실시간으로분석돼주치의에게전달된다. 이제건강의방치는있을수도없는일이돼버렸다. 

미열이라고는하지만그때문에나잘난양과의약속을어길수는없는일이었다. 최첨단박사는

나잘난양에게멋진선물을하기로한다. 나잘난양에게딱맞는선물을고르기위해최첨단박사

는개인비서로봇을불 다. 최첨단박사로부터‘나잘난양이좋아할최고의선물을고르라’는명

령을 받은 로봇은 웹을 통해 나잘난 양의 개인비서 로봇에게 접속을 시도했다. 까다로운 인증절

차를거쳐접속에성공한로봇은그녀가현재가장관심있어하는것

은 다이어트며, 예전부터 다이어트에 좋은 킥복싱, 태권도, 필라테스

등 모든 것을 해봤지만 실패했다는 것. 그리고 최근 변화된 패션스타

일에 대한 정보를 입수했다. 로봇은 어휘들 간의 관계를 정형적인 관

계로체계화하는온톨로지(ontology) 기술을기반으로구축된시멘틱

웹을 통해 나잘난 양의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요가 비디오와

아로마향을 선물하기로 결정했다. 연구자들이 원하는 최적의 정보를

인간두뇌의 수준에서 찾아주는 KISTI의 시멘틱 웹이 보편화되면서

이제 연구자들은 물론 일반인들도 선물 하나 고르는 일까지 고민 없

이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배달된 아로마향을 들고 차에 탄 최첨단 박

사는 룰루랄라~ 콧노래까지 부르며 약속장소인 공원에 도착했다. 시계를 보니 약속시간은 아직

5분이나 남아있다. 심심하던 차에 최첨단 박사는 e-Paper 형태의 신문을 클릭해 아나운서가 또

박또박 읽어주는 기사를 들었다. 그러나 그것이 최첨단 박사에게 불행을 가져다 줄 것이란 걸 누

가알았을까? 

준비 중이라는경보 다는것이다.  최첨단박사는즉시 KISTI ‘지식예측시스템’을가동시켰다.

만약 경쟁사가 먼저 신약을 개발해 버린다면 많은 연구비와 인력을 쏟아 부은 연구가 모두 물거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지구상 수천억 건의 데이터를 종합 분

석해 R&D 방향과 속도 등을 예측해주는 KISTI의 지식예측시스

템을 가동시킨 결과 경쟁사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280일이 소요

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이미래 박사의 신약개발연구팀은 앞

으로 180일이면특허를등록할예정이

니, 한숨돌릴여유가있긴했다.

그러나 안심하고 있을 상황은 아니었다. 최첨단 박사는 잠시 후

KISTI w-R&BD시스템을 가동시켰다. w-R&BD는 전 세계의

모든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분류, 분석해서 문제 해결의 새로

운 아이디어를 제시해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식창출 체계다. w-R&BD시스템을 통해 신약개

발 시기를 더 앞당길 수 있는 아이디어를 얻은 최첨단 박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 박사 연

구팀원들에게 한국 시각으로 오후 2시에 가상공간회의를 하자는 u-메일을 보냈다. 신약개발에

대한 자료는 엄청나게 큰 용량이지만 대기층을 이용한 무선네트워크를 기반으로 수백 페타급

(Pbps) 속도로 연구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KISTI의 초고속연구망-에어 네트워크(Advanced

Intelligent Research Network : AIR Network)를이용하면3차원홀로그램이미지를통해나의모

습과연구결과물들을디스플레이하며가상공간회의를할수있다.보안문제도걱정할것이없다. 가

상공간에 홀로그램 상태로 모인 연구원들은 키보드 없이 생각만으로 기계도 작동시키고 데이터

도전송할수있지만, 회의시작과동시에 KISTI 정보보안센터의첨단시스템이작동되기때문에

개인별주소(Identifier Address)와 인증암호가없는사람은그내용을전혀볼수가없다.

회의는 잘 끝났다. 최첨단 박사는 이 박사 연구팀들이 보내 온 결과를 종합하고 KISTI의

PetaFlop(1015)급 슈퍼컴퓨터를 이용해 실시간 시뮬레이션한 다음, w-R&BD시스템으로 찾은

아이디어까지보태세계각지의연구원들에게다시전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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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설립립 배배경경과과 연연혁혁

1 ) 한국 최초의 정부지원 과학기술전문기관으로 탄생

2차세계대전이래미국과소련의우주개발을중심으로한기술개발경쟁이시작되고, 1957

년 소련의인공위성발사성공으로자극을받은미국은대통령자문위원회의‘와인버그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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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확산되는 추세와 맞물려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Organization : UNESCO)에서도 후진국에 대한 과학문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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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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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아담당관을파견, 과학문헌센터설립에대한유네스코의재정, 기술지원을약속하 다.

5.16으로 새로출범한정부는경제자립과공업화를위한기반구축을목표로,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계획(1962~1966년)과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1966년)을 동시에추진

하면서정부의과학기술전담조직으로경제기획원에기술진흥국을새로두고이계획을뒷

받침할수있는지원방안을강구하게되었다. 이때 유네

스코 한국위원회의 과학문헌센터 설립 계획과 유네스코

본부의 지원 권고를 수용하고, 유네스코에 전문가 파견

과 9만 7,000달러의재정원조를요청하 다. 

1961년 10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제9차 자연과학분

과위원회에서는 당시 서울대 총장이었던 윤일선 박사를

위원장으로 과학문헌센터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 과학

문헌센터의조직과운 , 관련규정및소요예산등을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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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 다. 이로써 1962년 1월 1일, 우리나라과학기술정보활동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게

될 한국과학문헌센터(Korean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가 유네스코 한국위원

회의 한 조직으로 발족되었고, 1962년 3월에는 설립준비위원장이었던 윤일선 박사가 문교

부로부터 운 대표자로 위촉받고 기관명이‘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 KORSTIC)’로 개칭된다. 이때부터 기구를 확대함

과 동시에 요원 확보에 착수하 고,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apan Information Cen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 JICST)의 업무를 참고로 하여 정보서비스체제를 개발, 제

공하기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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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도록사단법인체로전환하면서문교부산하기관으로편입된다. 이때부터본격적으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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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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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경원옆지금의서울과학관자리에 219평의 3층건물을신축한것도이때의일이다. 

2 ) 정보서비스체제 본격 가동

1967년 제2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67~1971년)을 보다강력하게추진하기위해과학기

술처가 신설되고, 이에 따라 KORSTIC도 문교부 산하에서 과학기술처 산하로 이관되면서

사단법인체에서 재단법인체로 전환되었다. 1968년에는 대통령의 KORSTIC 육성.강화 특

별지시에 따라 이후락 청와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선임되고,  1969년에는 홍릉연구단

지내에부지와청사(현 KISTI 서울분원)가마련되었다. 

1969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이제정되었고, 1972년에는 기능보강을 위해동법

이 개정되었다. 1970년에는 조세감면 규제법 및 무역거래

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세금 면제의 혜택을 받게 되었다.

정부는 과학기술 진흥과 관련된 정책을 점차 강화해 나갔

고, 이와 맞물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 KIST) 설립을

시작으로 하나둘씩 전문분야별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설립

되기시작했다. 

이 시기, 산업계에서도 제품생산설비 도입에 따른 기술이

제1장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KORSTIC)

유네스코 한국위원회(1962년) 와룡동 구청사 건축장면(1966년)

004과거기관수정  2006.8.9 10:29 PM  페이지5   mac31 150LINE



1962 KISTI HISTORY 2006107 제1편 뿌리 깊은 나무 KISTI 108

22.. 주주요요 기기능능 및및 연연구구성성과과

1 ) 정보자료 수집 및 관리

KORSTIC은다양한분야정보이용자들의다양한정보요구를고려하여정보자료수집에

있어선정기준을마련하 다. 이에따라공통적으로이용할수있으며최적의정보서비스

가가능한정보자료를선정.수집하 고, 일단입수한것은끊김(결호) 없이연속성이유지

되도록노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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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할 수 있는 정부예산이 확보되어 엄선된 학술지, 업계지 등의 정기간

행물과 일본 특허자료를 구입하 다. 이후에는 예산의 미확보, 관리시설의

미비, 전문요원의 부족 등으로신규자료구입은물론, 기존 수집자료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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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요원의 확보 등으로 정상적인 수집과 관리업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이때부터 미주, 유럽, 일본 자료는 해당국의 전문대행업체를 지정하여 자

료대금 연불조건으로 예약 구입이 가능하게 되어 정상적 수집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 국내외 비매자료(非賣資料)를 대상으로 기증과 교

환업무를대폭강화하고, KORSTIC 육성법에따른국내자료의납본제도

를활용하 다. 1980년 실적을보면,  56개국 2968개 기관 2951종의해외자료와국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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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애로가있었으나, 국내과학기술정보의해외소개를목적으로발간한국내과학기술문헌

연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구입
242
825

1,039
123
744
585
712
917

1,061

기증·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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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77
2,535
2,944
2,575
3,317
3,385
3,614
3,801
2,951

(단위 : 종)

어느 정도 확보되었고, 석유파동 등 극심한 기업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의 중

요성에 대한 인식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기술개발 투자가 확대되었다. 그러나 당시의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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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이대부분을차지하고있었다. 이러한형태의연구개발에는국내외과학기술정보의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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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료이용을제한하고있어KORSTIC 활용이유일한정보입수창구가되었다.

1970년대 후반에 들어서는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이 본격화됨에 따라 대기업을 중심으

로 부설 연구소 설립 등 기술개발 전담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 다. 정보 또는 특허전담부

서를 설치하거나 전담 요원을 배치하면서 KORSTIC과 연계한 기업 내 정보서비스가 시도

되었고, 사내정보활용교육을실시하는업체도늘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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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먼저새로운수요창출을위해산업체를중심으로홍보활동을크게강화했다. 정보의중

요성이나 정보 입수.활용 요령, 정보활용 효과, 그리고 KORSTIC의 기능, 서비스 내용,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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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를 개최하고, 매년 전 직원이 참여하는 회원 캠페인도 전개하 다. 특히, 1975년에는

KBS TV의‘꽃 피는 팔도강산’이란 일일방송극에서 3일 연속 KORSTIC을 이용하는 내용

을내보냈는데, 이를계기로기업인은물론, 일반인에게까지도KORSTIC을알리는획기적

인계기가되었다. 

KORSTIC은 급증하는 정보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정보자료 수집 규모를 확대하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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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갔다. 

당시전세계적으로는정보화의바람이불기시작하

고, 선진국을 중심으로 컴퓨터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

의 제작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검색 서비스가 이루어지

고있었다. KORSTIC 또한 1975년 도입한해외데이터

베이스 CAC(Chemical Abstracts Condensates)를 이

용, 국내최초로컴퓨터정보검색서비스를시작하 고,

이는 지속적인 해외 데이터베이스 도입과 시스템 개발

로 1980년 온라인 대화식 검색 서비스로까지 발전했다. 서울청사 건물 준공식(1969년 10월) 

정정보보자자료료 수수집집현현황황

KORSTIC 
당시의 정보서비스 모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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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DB 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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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에 대처하기 위해, 1960년 후반부터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CAS(화학), INIS(원자력),

MEDLARS(의학), INSPEC(전기.전자), AGRIS(농업) 등에서 컴퓨터에 의한 2차 정보의

자동편집과정보검색의전산화가실현되기시작하 다.

KORSTIC에서도 1973년부터 문자정보 처리의 전산화와 국내 데이터뱅크 구축에 대한

검토를 시작하여, 1975년 전담부서로 전산실을 설치하고 정보검색 서비스의 전산화를 추

진하 고, 각종 속보류 등 2차 자료의 자동입력을 통한 데이터베이스 제작이란 두 방향으

로전산화사업을추진해나갔다.

1975년 7월, 화학분야데이터베이스 CAC를도입하여국내최초로정보선택조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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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이스 CAC는 초록형 DB가 아니라 Keyword 또는 Keyword phrase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율상의 문제가 발생하 다. 검색에 사용된 컴퓨터는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전산실의 CD Cyber 73이었고, 검색시스템은호주 CSIRO로부터이전받은 STAIRS 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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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매월신청자에게제공하 다. 

이때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협의하여 원자력기술 관련 INIS(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데이터베이스도 도입했으나 이용자가 국한되어 있어 한국원자력연

구소에 이양하 다. 1977년에는 전기.전자 분야의 INSPEC, 기계 분야의 ISMEC을 도입

하 고, 1979년에는 엔지니어링 분야의 COMPENDEX, 화학 분야의 CIN, 미국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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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중형 IBM/138(512K)과 S5300 전산기를확보하 다. 

초기에는 SDI를 중심으로서비스하 고, 1979년부터는도입DB의 RS, 1980년에는온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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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템을가동하기에이르 다. SDI의제공실적을보면 1975년 181건, 1976년 196건, 1977년

284건, 1978년382건, 1979년488건, 1980년에492건으로서비스규모가급신장되었다.

1980년에는 TYMENET이나 TELENET 등 국제통신망을 통해 세계적인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기관인 DIALOG와 연결하여 DIALOG가 보유하고 있는 DB를 국내에서도 원격 검

색할수있는체제도갖추게되었다. KORSTIC 자체도입DB나해외기관DB의온라인검색방

문초록지(Korean Scientific Abstracts : KOSAB)와 국내 의학문헌 문초록지

(Korean Medical Abstracts : KOMAB)가교환용자료로유용하게활용되었다. 

이들자료들은과학기술문헌속보, 특허속보, 해외잡지목차속보등 2차정보자료, 또는개

별 문헌목차 서비스와 자료열람 서비스를 통해 외부에 공개되었고, 외부에서 요청하는 정

보자료는복사서비스를통해제공되었다. 

미국의 NTIS를 통해 미국, 국, 독일 및 일본의 주요 생산업체들의 제품 카탈로그를 입

수하 고, 1978년에는 세계 주요국의 제품 상세 카탈로그를 마이크로필름으로 제작·활용

한바있다.

2 ) 정보조사·검색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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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를찾아제공하는서비스이다. 서비스의유형은조사검색신청시점을기준으로소급조

사 서비스(Retrospective Searching : RS)와 정보선택조사 서비스(Selective Dissem-

ination of Information : SDI)로 구분되고, 조사하는방법에따라초록지.색지등을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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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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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RS가 중심이 되었고, 1975년 DB검색 서비스 개시로 SDI가 컴퓨터 DB검색의 중심이

되었다. 

특허관리가 기업의 중요경 과제로 등장하면서 자사의 제품이나 기술에 관련된 특허를

감시하고해외동향파악을위한해외특허조사서비스도활발해지기시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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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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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사를위한선행기술조사를수행하기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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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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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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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기여를한것으로평가되었다. 

이처럼, 1970년대 산업체의 성공적인 연구개발 활동의 뒷면에는 KORSTIC 조사검색 서

비스가크게기여했다고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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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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간하 다. 1975년 컴퓨터에 의한 자동편집을 연구.검토하기 시작하 고, 차후에

는이것이데이터베이스로발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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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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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발간하면서 일본과 미국 특허를 수록하 다. 1965년부터 특허정보량의 급증으로 발간

주기를월간에서반월간으로변경하 다.

‘외국 학술잡지 목차속보’는 전문잡지의 최신호 목차를 편집.발간한 자료이다. 1971년부

터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요청과 재정지원으로, 자체 수집하고 있던 경 .경제분야 외국 학

술지와 한국개발연구원(Korea Development Institute : KDI) 입수잡지를 이용하여‘외

국학술잡지 목차속보 경 .경제편’을 월간으로 발간하여 전경련을 통해 배포하 다. 같은

해 대한의학회의 요청에 따라‘의학편’을 월간으로 발간하기 시작하 고, 1972년에는 한

국교육개발원과협조하여‘교육.사회.심리편’을격월간으로발간하 다.

국내과학기술정보를해외에소개하고, 국제적인정보자료교환을위해국내발표논문의

문초록을 작성하여 초록지를 발간하기도 하 다. 1969년부

터 국내과학문헌 문초록지(Korean Scientific Abstracts :

KOSAB)를 격월간으로, 1971년부터는 국내의학문헌 문초

록지(Korean Medical Abstracts : KOMAB)를계간으로발

간하 다. 또 1975년부터는 한국특허협회의 지원을 받아 한

국특허 문초록지(Korea Patent- Abstracts : KOPAB)도

발간하 다.

이외에도외국과학기술잡지의국내공동이용을위하여, 

법에관해독자적인교육프로그램을마련하여수시로이용자교육을실시하기도하 다.

또, 우리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을 위하여 1975년부터 한 정보처리 시스템(Korean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KIPS)을 단계적으로 발전시키고, 이 시스템을 제어

하는중앙처리장치인 TK70 컴퓨터를도입하여과학기술문헌속보나특허속보의자동편집

을 목표로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 다. 1979년에 들어서는 중형 S5300을 이용하

여 이들 자료의 자동편집이 이루어졌고, 우리말 데이터베이스의 제작 또한 가능하게 되었

다. 더 나아가이시스템들을이용하여국회도서관의국내정기간행물기사색인이나국내

석·박사학위논문색인의자동편집과데이터베이스제작도이루어졌다.

4 ) 문헌·특허정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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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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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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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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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도록압축변환하는과정이다.

1963년 5만 건이던 것이 1980년 300만 건으로 60배 증가하 다. 이 결과는 과학기술문

헌속보나특허속보로발간되었다.

정보제공을 위한 각종 발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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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

14,406
5,883

57,200
20,000
48,030
49,430
47,400
48,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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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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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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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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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위 : 건)연연도도별별 정정보보처처리리 실실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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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TIC은 이상과 같은 2차 정보자료나 정보분석자료 등의 발간을 위해 전문출판 부서

를두었고, 독자적인인쇄시설을보유하고있었다.

7 ) 자료복사 서비스

KORSTIC의 속보 서비스나 조사검색 서비스를 통하여 제공되는 서비스의 형태는 목록이

나 초록으로,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는 이들을 근거로 하여 결국에는 자료 원문에

접근해야 한다. KORSTIC은 이를 위해 소장 자료와 국내 타기관 소장 자료를 제공하 고,

국내에 없는 자료는 해외정보 서비스 기관에 의뢰하여 제공하 다. 자료복사 서비스가 시

작된 것은 1963년으로, 당시에는 국내에 지금의 복사기와 같은 전자감응식 복사기가 보급

되지 않은 상태여서 자료를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로 촬 하고, 인화하여 복사물을 제작.제

공하 다. 이에 필요한 마이크로필름 카메라 등 부대시설 일체를 유네스코의 원조를 받아

확보했는데, 당시외부기관의주요자료를마이크로필름으로제작해주는용역도수행한바

있다. 1973년들어비로소제록스복사기를활용한복사서비스가이루어지게되었다.

8 ) 정보보급체제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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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개발 활동이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과학기술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높아져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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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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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와 신규 유치, 각종 정보서비스의 접수와 제공 및 요금계산, 업무홍보, 정보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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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그 결과, 1차적으로 1971년 부산상공회의소내에부산지소를설립하여울산, 마산등

의공업단지와경북을포함하는 남지역을담당하게하 다. 1977년에는창원지소, 1978년

에는 대구지소가 설치되었다. 1976년부터는 정부의 주도 아래 대덕연구단지가 건설되고

정부출연연구기관과대기업연구소가입주할예정으로되어있었다.  KORSTIC에서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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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하 으며, 우선 한국화학연구소 내에 사무소를 설치하 다. 이후 전국에 걸쳐 12개의 지

역정보센터를설치.운 하 다.

KORSTIC을포함한국내주요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단체등이수집하고있는연속간행

물의 소장 현황을 조사하여‘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으로 발간하 다. ‘한국과학자 업적목

록’은 1945년부터 1966년까지의 국내외 학술잡지, 연구보고서, 연구논문집 등에 발표된

학술논문과학위논문 1만 664편의목록을 문으로수록한것으로, 1966년에발간되었다.

6 ) 정보분석자료 발간

중소기업은정보활용에대한인식도낮고실제로정보를이용하려고해도정보입수방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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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한업종별전문정보분석지를정기적으로제작하여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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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STIC에서는중소기업의애로를해소해주면서정보마인드를제고함으로써정보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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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국으로부터가장이상적인실현가능한중소기업용정보서비스로평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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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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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는 1970년‘해외기술정보’로개칭되었고, 1971년에는월간에서격월간으로발간주기의

변경이 있었다. 1975년에는 제호를 다시‘신제품.신기술’로 변경하 다. 당시에는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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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았고, 이후산업기술정보원(KINITI) 시절까지기관을대표하는저널이었다.

정부의 기계공업육성지원사업의 하나로 정부지원하에 주요 기계기술 관련 주제를 선정,

이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망라적으로 수집.분석하여 1978년부터‘기계기술현황분석’을 발

간하기도 하 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에 의해 중소기업이 가지고 있는 취약기술

과제 24개 부문 중 열처리, 도금, 염색가공 등 3개 부문에 대하여 정보를 전문적으로 수집

하고, 이를 중소기업실정에맞도록분석.해설하여 3종의‘취약기술정보지’를주간으로발

간하여 2500여관련업체에배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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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2회 정보관리 강좌를 개최하 다. 정보관리 강좌는 매회 20시간의 교육과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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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을파견하여정보관리기술에대한이론과실제에대해교육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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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거나이부문에관심있는사람들이가입하여공동으로연구하고토의할수있는장을마

련하 다. 1977년에는 일본 정보서비스 기관 시찰단을 구성하여 파견하 고, 1979년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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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견한바있다.

10 ) 국제협력 활동

1967년 과학기술처로 이관되고 재단법인체로 전환되면서부터 KORSTIC의 국제협력 활동

이본격화된다.

국제문헌정보연맹(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 FID)은 문헌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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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niversal Decimal Classification : UDC)의 국제적 관리와 보급, 각국 문헌정보 활동

의조사와초록.번역활동에관한국제회의개최, 문헌정보관계의국제규격제정업무를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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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차 총회에서 인준받았다.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시아대양주회의(International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 Commission for Asia and Oceania : FID/CAO)는

FID 가입국가중아시아및태평양지역국가로구성된분과위원회이다.

정보이용회원제도 운
KORSTIC은 1963년 정보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예산사정과 정부의 방침으로 서비스에 소

요되는실비용은수익자가부담하는것을원칙으로하고있었다. 그러나, 해가갈수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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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용회원제도를정식도입하 다. 이를통해회비(예탁금)를납입하면즉시회원자격이

주어지고, 정보서비스를 이용할 때마다 소요비용을 공제하도록 하 다. 예탁금의 규모에

따라 등급제로 회원을 운 하 는데, 각 등급마다 제공 서비스 종류와 규모를 지정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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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참여등부가적인혜택을부여하 다.

회원제도를 운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에게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제공되었고, KORSTIC

은이를통해정보이용자의체계적관리가가능하게되었다. 또한, 이들에대한정보요구조

사를 통해 자료수집 및 정보서비스의 개선에 적극 반 하기도 하 다. 연도별 회원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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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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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16개처, 1977년 509개처, 1978년 515개처, 1979년 606개처, 1980년 684개처, 1981년

656개처로, 해가갈수록정보이용회원당정보이용량이급증하 고, 정보서비스요율이인

상됨에따라KORSTIC 자체수입도크게확대되었다.

9 ) 정보관리기술의 보급

1970년대 연구개발활동에 있어서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해 연구자, 기

술자, 과학자 등 정보이용자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상태여서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관련

교육이 절실하 다. 이를 위해 정보자료의 선정과 입수, 정보자료의 정리와 보존, 정보의

초록.색인 작성, 정보의 분류법과 분류기준, 정보의 축적.검색, 정보의 사내 서비스, 정

보관리의전산화, 정보관리부문의조직과운 , 국내외정보관리사례의조사.분석, 국내외

정보관리기술의 동향 등 정보의 수집에서 활용에 이르기까지 제반 사항에 대한 연구와 보

급, 선진국정보서비스기관견학활동지원등이KORSTIC의중요한기능이었다.

이를위하여 1963년부터 1966년까지‘KORSTIC’지를발간하 고, 1971년에는이를‘정

보관리연구’지로 개제(改題)하고 격월간으로 발간하 다. 또, 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종

사할정보관리전문가를양성하기위해KORSTIC 내외의전문가를강사로하여1966년부터 국제문헌연맹 총회 참석(1970년 4월 일본 동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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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마인드확산에큰기여를했다.

이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경제.기술정보를 동시에 제공한다는 정부의 방침 아래

1982년 국제경제연구원(Korea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e : KIEI)과 통합하여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새로이출범하게된다. 

주주요요 연연혁혁

1962년 1월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한국과학문헌센터’로발족

1962년 3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로개칭

1964년 2월 사단법인체로전환, 문교부산하기관으로편입

1967년 5월 과학기술처신설, 문교부산하에서과학기술처산하로이관

1972년 1월 부산지역정보센터설치

1978년 2월 IBM 모델 138 가동

KORSTIC은 1969년 FID 회원국으로 자동적으로 FID/CAO 회원이 되어 활동하 다. 또

한 1974년에는 FID/CAO 제3차총회를유치하여서울에서개최한바있다.

Technonet Asia는 아시아 개발도상국의 산업기술 발전을 위한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캐나다 IDRC(International Development and Research Center)에서 조직한 것으

로, 협력회의와 전문요원의 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KORSTIC은 중소기업진흥공

단과함께 Technonet Asia의한국대표기관이었다.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JICST)는 초창기부터 KORSTIC과 관계가 깊은 기관이다.

KORSTIC 설립 초기의 정보서비스 내용과 절차는 JICST의 것을 참고하여 이루어졌다.

1968년양기관은제1차한.일과학기술장관회의합의에따라정보자료교환, KORSTIC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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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하는협력각서를교환하 다. 

미국국립기술정보국(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 NTIS)은 미국연방정

부와 주정부에서 재정지원으로 수행되는 연구개발결과보고서(기술보고서)를 중점적으로

수집하여세계에보급하는국가정보서비스기관이다. 1974년 KORSTIC은 NTIS와협약을

체결하고NTIS 서비스를국내에보급하는대행기관으로지정되었다. 

이외에도 대만과학기술정보중심(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Center :

STIC)과 1973년 협력각서를 교환함으로써 KORSTIC과 정보자료 교환, 정보조사, 직원상

호 파견연수 등의 협력사업을 수행하 다. 1975년에는 인도과학기술문헌센터(Indian

National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 : INSDOC)와 번역협력사업에합의하 는

데, KORSTIC은일어를 어로, INSDOC은러시아어를 어로번역해주기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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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의국립도서

관대출부서(BLLD), 프랑스의국립과학연구본부문헌센터(CNRS/DC)와협력하 다.

1962년 1월 한국과학문헌센터로 발족한 KORSTIC은 우리나라 경제가 태동하는 1960년

대부터 1980년대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과학기술정보활동의중추적역할을담당하 다.

당시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 활용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정보산업의 황무지에서,

KORSTIC은정보자료수집과정보서비스를선도적으로수행함으로써산학연의신기술개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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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통산45년사’제작을바라보며, 가장자주생각났던분이바로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초대소장을지내신김두홍소장님이었다. 업무에대한열정은물론

나무한포기, 꽃한송이까지사랑하시던김두홍소장님의인자하신모습이아직도눈에선하다.

김두홍소장님은KORSTIC을10년간(1971년부터1980년까지) 이끌어주신분이다. 원래는국내에

서역사학과교육학을전공하셨으나일찍이해외에서과학기술정보관리자과정을수료하신후,

우리나라에최초로과학기술정보를소개하고현장에접목하신분이다. 1970년대에세계과학기술

정보유통체제한국위원회 위원장, 국제문헌정보연맹아세아태평양지역회의(FID/CAO) 회장 등을

역임하시면서국내는물론국제적으로도명성이크신분이셨다. 

김소장님의많은업적가운데서도가장크게기억되는것은지금으로부터33년전인1973년에발

표하신「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National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NASSTI)」에대한구상이다. 머지않아과학기술R&D에있어서정보의중요성이급

격히커질것을예측한김소장님은정보의수집, 분석, 검색, 제공, 전문가양성, 표준화등을종합

적으로추진할수있는국가적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을구축하고자NASSTI를구상하셨고, 이

는지금까지우리나라국가과학기술정보정책의초석이되고있다. 그리고1980년KORSTIC을떠

나신후로는부산여자대학교(현재신라대학교)의교수로재직하시면서후학양성에심혈을기울이

셨으며, 1993년정년퇴임시발간하신기념논문집「情報의世界」는현재까지도관련분야의귀한

참고자료로활용되고있다.  

김두홍소장님은자그만체구와창백하고마른외모때문에차가운이미지를갖고계셔서처음에

는선뜻다가가기가힘들었다. 그러나뛰어난유머감각으로금방직원들의긴장을풀어주곤하셨

다. 항상부드러운표정으로직원들을따듯하게격려해주시던김소장님. 칭찬은크게해주시되, 나

무람이나가르침은오직표정으로만읽을수있는분이셨다.

아름답기로유명한홍릉분원의뒷동산과연못에있는꽃과나무하나하나에도김소장님

의손길이미치지않은것이없었다. 그때만하더라도전체직원수가백명도채되지않았으니, 마

치가족같은분위기에서소장님을모시고화목한가정을꾸리듯일일이정성을드렸던것같다. 근

무시간내내책과씨름하다가한달에한번쯤전직원이모두운동화차림의소장님과함께연못

주변의잡초를뽑았던일도재미있는추억으로남아있다. 지금되돌아보면그토록자연을사랑하는

분이셨기에, 성품또한그렇게자상하셨던게아닌가생각된다.

퇴임후부산여자대학교에재직하실때, 한번은학생들을데리고우리연구원을방문하신적이있

었다. 1986년분원의벚꽃이화사하던봄날이었던걸로기억한다. 그때그토록사랑하던직원들과

몸소가꾸시던나무, 꽃들을보시면서감격에겨워눈시울을붉히시던모습이내내기억이난다. 그

이후 1996년KINITI 홈커밍행사에서한번뵈었고, 그후로는뵐수없었다. 2000년향년72세

로타계하셨기때문이었다.

지난2006년홈커밍데이에서는김두홍소장님의빈자리가유난히커보 다. 그만큼그리움이컸

던탓이다. 이제는고인이되신소장님께서그시절KORSTIC을모체로현재의발전된KISTI를내

려다보신다면무척흐뭇해하시리라생각된다. 다시한번김두홍소장님의크신덕망과헌신적인

공로를기리며존경하는마음으로깊은감사를드린다. 

KKOORRSSTTIICC 
김김두두홍홍소소장장님님을을 기기리리며며

/ 김석 분원장

sykim@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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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중반부터국내에서도과학기술이빠르게발전하기시작했고, 정보의수요도급증

했다. 필요한자료가방대해지니자료의소재를찾는것도문제 다. 정보의수집뿐만아니라수집

된과학기술정보를필요한사람에게얼마나신속하고정확하게제공해주는가가또하나의문제로

대두되기시작했던것이다. 선진국에서는이미1960년대후반부터컴퓨터에의한2차정보의자동

편집과정보검색의기계화가미국의NASA, DOD, 화학회(CAS) 등에서조금씩이뤄지기시작하고

있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에서도 1973년부터문헌정보처리의전산화와국내데이터뱅크

구축에대해심도있는검토가시작됐다. 1975년부터는전담부서로전산실을설치하고컴퓨터로정

보검색시범서비스를하기시작했다. 우리는문헌을학문분류별로편집해서월간또는반월간으

로책자로만들어발행했는데, 이용자들이원하는정보가어디에수록돼있는지확인할수있는2

차정보자료로만들어진그책자가바로「과학기술문헌속보」와「특허속보」다. 당시이두가지

속보는뉴스속보와는달리제작에엄청난시간이소요됐다. 일단일일이입수된자료를분류등록

한후이것을해당부서관련자에게이송을하면전공자가일일이관련문헌을선택해추출했다. 그

리고난후서지사항을작성해분류하고타이핑과교열작업을해출판인쇄, 제본우송이라는과정

을거쳐서만들었기때문에책자제작에무려1~2개월이라는시간이걸렸다. 지금생각하면속보

라는말이무색할정도 다.  

그러나대학원재학시절논문을쓰기위해며칠동안자료를찾다가교수님의소개로KORSTIC을

찾아가일일이논문을검색하던때에비하면, 「과학기술문헌속보」와「특허속보」는비약적인발전

이었다. 또하나KORSTIC에서했던중요한일중하나는1963년부터시작된정보조사.검색서비

스 다. 이것은정보이용자의요청에따라특정주제에대한관련문헌이나특허를찾아제공하는

서비스로, 우리나라최초의맞춤정보서비스인셈이었다. 

맞춤절차는이러했다. 일단요구자가상담을요청해오면연구주제에맞는 3차자료즉, 

지난 1년간발생된정보자료중에서발표된문헌의시기를알수있는연간색인지를선정했다. 

이색인지에서요구주제에맞는자료번호를하나씩적은후그에해당되는2차자료즉, 초록이

있는월간문헌속보를찾아조사자가일일이복사하고, 그중에서연구에꼭필요하다고판단되는

초록만오려편집해서제공하는형태 다. 지금생각하면참으로많은시간과노력이필요한작업

이었다. 그러나처음정보조사.검색서비스를시작한63년만해도이용실적은매우미미했다. 시행

한첫해1건, 다음해는9건의이용실적이있었고, 69년까지의총실적도겨우56건에불과했다. 그

러나70년대들어국내기업들사이에R&D가활성화되면서조사검색서비스도본격화됐고전담

부서까지두게됐다. 기술개발이기업의성패를가르는중요한요건으로등장하자, 특허관리역시

기업의사활이걸린중요경 과제로등장하게됐다. 자연스럽게자사의제품이나기술에관련된

해외특허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해졌고, 맞춤정보 서비스도 빠르게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당시에는우리연구원의정보조사.검색서비스가위기의상황에서기업을구한사례도많았다. 한

번은, 지금은 로벌기업으로성장한한전기제품업체의직원이이미생산해서납품하고있는양

면식배전관에대해, 일본업체로부터특허권침해경고장을받았다며헐레벌떡달려온적이있었

다. 처음엔그특허가어떤것인지알수없어서우리역시망연자실해있었다. 그러던중비슷한제

품사진을해외문헌어딘가에서본것같다는한연구원의말에서힌트를얻어, 우리는1주일밤낮으

로관련문헌들을뒤졌고결국특허제품의도면을찾아낼수있었다. 얼마지나지않아그회사로부

터‘덕분에큰손실을면할수있었다’는연락을받았는데, 그말을듣고내일처럼기뻐했던기억이

난다. 요즘도기업이나기관의전산실에설치된그회사의제품을보면당시의기억이떠올라가

슴이뿌듯해지곤한다.

우리나라의과학기술계와산업계의패러다임은70년대에, 단순제조에서R&D 중심으로급격하게

전환됐다. 그때의환골탈태가세계10위권의경제대국인지금의우리나라를만들었다고해도과언

이아닐것이다. 그리고당시의활발한R&D에는보이지않는곳에서밤을새워가며「과학기술문헌

속보」와「특허속보」를 만들고 정보조사.검색 서비스를 하던 KORSTIC 직원들의 땀과 노력이

있었다. 

지금의KISTI, 과학기술계그리고국가경제수준을보면당시‘우리의노력이결코헛되지않았구

나’하는자긍심을갖게된다.

과과학학기기술술문문헌헌속속보보..특특허허속속보보
발발간간및및기기술술정정보보조조사사

/ 김능수 지원장, 대구경북지원
nskim@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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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에살고있는우리는어떤정보든인터넷검색몇번이면찾을수있는시대에살고있

다. 궁금증이있으면일단컴퓨터부터켜고보는게일상화돼있다. 그러나불과30년전만해도지

금의이런네트워킹기술은상상조차할수없는것이었다.

우리나라에서최초로컴퓨터를이용한DB 검색 서비스를시작한것은1975년한국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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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s Condensates)라는데이터베이스를자기테이프형태로도입하여컴퓨터에저장시킨다

음, 이것을검색해정보를요청한사람에게우편으로일일이보내주는방식이었다. 

당시이용된컴퓨터는KIST의Cyber 72-14 다. 지금과는비교도할수없을만큼원시적인방법

이었지만, 일일이수작업으로 정보를찾는 것이아니라컴퓨터로 정보를검색한다는것은 매우

놀라운일이었다.

그러다1978년 IBM 370-138 주전산기를설치하고IBM의STAIRS라는정보검색시스템을이용

해CAS search, NTIS, Compendex, INSPEC 등8종의데이터베이스를검색서비스하면서테크

노라인(TECHNOLINE)이란이름으로매월SDI 서비스를시작하게됐다.

이렇게제한적인서비스가가동되고있을즈음민간제약회사에서도의약품데이터베이스를만들

어이용하기시작하자, 당시전자계산부부장이었던유경희박사를비롯한연구원들은온라인정

보검색의필요성을끈질기게주장했다. 그리고호주의CSIRO에서기술지원을받아온라인검색

시스템을설치하고데이터베이스포맷변환프로그램을개발하여온라인데이터베이스를구축하

는등정보검색에필요한기술적인기본환경을구성하기시작했다. 

TECHNOLINE이라는이름으로서비스를시작했던온라인정보검색서비스는1982년한국과학기

술정보센터(KORSTIC)가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 바뀌면서‘KIETLINE’으로 변경된

다. 또 정보검색에 쓰이던 주전산기도 IBM 4341을 도입함에 따라 성능이 엄청나게 향상돼

데이터베이스의수록범위도최근2년간의자료를모두수록할수있는정도가됐다. IBM

4341이도입되기전만해도대용량의데이터베이스를수록할디스크용량이부족해이틀에한번

씩데이터베이스를교체했으니여간불편하고힘든일이아니었다. 성능이향상되고안정되자지역

센터로서비스를확대했고, 1983년5월에는부산지역센터, 12월에는대구지역센터에단말기를설

치했다. 그러나당시에는온라인정보검색서비스에대한인식이부족했기때문에일일이장비를

싣고다니며기능에대한홍보를하는이른바‘지방순회공연’도불사해야했다. 일껏부산까지내

려갔다가케이블하나가부족해소동이일어나는어려움도가끔씩겪었다. 

그러나이런우여곡절을겪는동안1983년에는데이콤이세계33개국과연결할수있는공중정보

통신망을개시하 고, 1984년에는국내공중정보통신망(DACOM-NET)이개통되었다.

부산과대구몇몇지방도시에서만서비스받을수있었던KIETLINE. 그러나그로부터 1년뒤인

1984년KIET는전국어디서든개인이직접자신이원하는정보를온라인검색할수있는공중망

서비스시대를열었다. 비로소KIET가보유하고있는CAS(화학분야), INSPEC(전기전자컴퓨터

분야), WPI(세계특허) 외에도8종의해외도입데이터베이스를일반직장이나가정에서서비스받

을수있게된것이다. 방법은사용자가‘KIETLINE’에전화를걸어연구원의주전산기에접속한

후온라인대화식으로데이터베이스를검색해원하는정보를찾아내는식이었다. 당시로선획기적

인서비스 지만지금에비하면무척이나불편했다. 우선개인용컴퓨터(IBM Compatable PC)를

RS232C 케이블로모뎀과연결시키고난후모뎀을또다시 전화회선과연결하여통신프로그

램을동작시켜야했기때문이다. 

20여년이지난지금 IT 강국, 초고속인터넷보급률세계1위국가로손꼽히는우리나라의모습을

보면, 연구실옆에잠자는방을따로마련해놓고수없이밤을지새우며연구를했던지난날들에대

한감회가새롭다. 당시에뿌린작은씨앗이지금의큰열매로돌아왔듯, 앞으로도우리연구원은

더많은씨앗을이땅의과학기술발전을위해뿌릴것이다. 앞으로20년뒤, 그열매들이얼마나탐

스러운모습으로맺히게될것인지벌써기대가된다.

공공중중통통신신망망을을통통한한온온라라인인

정정보보검검색색서서비비스스
/ 예용희 책임연구원, 지식기반팀

yaeyh@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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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설립립 배배경경과과 연연혁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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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할새로운기관이있어야하지않느냐는논의가있었고, 이러한논의는곧현실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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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한산업정책방향을제시할국가기관설립의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과학기술입국의 주체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 던 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Korea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Center : KORSTIC)

는 5공화국이 들어서면서 국제경제연구원(Korea

International Economic Institute : KIEI)과 통폐합

되어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echnology : KIET)으로 새

롭게출범하게된다. KIET는 1982년 1월 11일전두환대

통령을 설립자로 하여 산업.무역 및 기술 등에 관련된 정

보자문 기관으로 설립되고, 이에 앞서 1982년 1월 7일에

박성상(朴聖相) 초대원장이취임했다.

제2장

산업연구원(K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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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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하는 산업정보의 총본산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경제발전에 일대 혁신을

가져오는 핵심기구로서 기업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실력과 자료를 확보하라”

고당부했다. KIET는 1984년 8월 27일 명칭이‘산업연구원’으로개칭되고 문명은그대

로사용하게된다. 

KIET 초기에는 산업정보 활용 촉진을 통한 생산성 향상 등 기업의 경쟁력 제고 지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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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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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립목적에의한본래의기능강화를시도했다. 

그러나 통합된 양 기관의 기능이 성격상 판이하고, 연구원의 전공분야 또한 사회과학과

자연과학분야로크게달라국가기술정보유통업무를제대로수행하지못하 다. 

결국, 1989년 8월 산업연구원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the Center for Industrial and

Technical Information : CITI)는 전 직원이 서명한‘산업연구원(부설)산업기술정보센터

는분리.독립되어야한다’는취지의‘국가기술정보유통체제의강화를위한제언’성명서를

발표하기에이른다. 

산업기술정보센터는‘경제연구’와‘기술정보유통’이라는 이질적인 업무기능을 통합하면

서 경제연구 중심으로 연구원이 편중.운 되어 왔다고 지적하 다. 또, 사회적인 수요증가

에의해기술정보유통부문에대한업무량이급증함에도불구하고오히려업무수행기능은

축소되었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범국가적인 기술정보유통체제

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산업기술정보센터를 모태로 한‘기술정

보전담기관’을시급히설립.운 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와같이두기관의물리적통합이적지않은문제점을노출

시키면서 기대만큼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자 KIET는 결국

1991년 1월 산업연구원과 산업기술정보원(Korea Institute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 KINITI)으로

다시분리.독립되는과정을겪게된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개원 현판식(1982년 1월) 산업연구원 명칭 변경 현판식(1984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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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대구의 섬유관련 자료나 부산의 일본 공개특허자료 등 지역별 전문 정보자료를 비치

함으로써기업등정보이용회원이쉽게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하 다.

2 ) 지원(支院)업무 강화

당시 국내 제조업체의 75%가 지방에 위치해 있었고 지방에

소재한 기업의 대다수가 부품생산 등을 전문으로 하는 중소

기업이었다. 

이들 기업들은 규모나 자금, 위치, 조직 등의 한계로 인해

산업.기술및해외시장등에관한정보를서울에서와같이쉽

게 이용하기 어려웠다. 산업연구원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하

여본원(本院) 보유데이터베이스와해외데이터뱅크의기술.

시장정보 등을 이용자들이 즉석에서 검색할 수 있도록 부산.

대구.대전.광주.경인.마산지원에전산정보망을구축했다. 

본원을포함한각지원은중소기업등의기술개발을촉진시키기위해정보이용대상업체

를 1986년 말현재 4,661개사(산업연구원설립당시대비 486% 증가)로 확대하고각종산

업.기술정보의제공, 자금및기술자알선, 기술상담등의활동을적극적으로펼쳤다.

중소기업일수록 정보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정보의 활용도가 매우 낮은 실정

을감안하여원장을비롯한연구원들이서울, 부산, 대구, 대전, 마산, 구미, 울산, 광주,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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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정보이용 설명회를 개최하고, 산업연구원의 기능과 업무를 알리는 등 정보 활용촉진

캠페인을벌 다. 

1982년 6월 17일부터 7월 24일까지기업의정보이용확대를위해전직원이참여하여기

업방문캠페인을벌 으며, 특히 1983년 6월 16일부터 6월 30일까지 2주간에걸쳐경인지

역소재의 100인 이상 1,132개 중소제조업체를전연구원이분담하여방문, 연구원홍보와

함께각기업이구체적으로무엇을도와주기를원하는지를조사하는등적극적인정보수요

개발활동을벌 다.

22.. 산산업업정정보보의의 총총본본산산 역역할할

산업연구원법 제1조에는 산업연구원의 설립 목적이 국내외의 산업.무역.기술과 해외지역

및산업.경제에관한국제협력기구의동향등국제경제전반에관련된각종동향과정보를

신속히 수집.조사.연구하여 이를 널리 보급.활용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생산성과 국제경쟁

력을높이고해외진출을도우며나아가국가의산업.통상.기술및국제협력에관련된정책

수립에이바지하는데있는것으로명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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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여정부및기업에제공했다. 

특히 해외의 산업.기술 동향을 신속히 분석하여 기업에 제공함으로써, 기업이 급변하는

국내외정세에능동적으로대응할수있도록뒷받침했다. 이를위해 KIET는 대한무역진흥

공사, 외교안보연구원, 국가안전기획부등국내 803개기관과, 공산권을포함한국외 50개

국 1,507개기관과정보자료의기증.교환을위한협력사업을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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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분야및세계특허등 8개부문에 750만건의정보가수록된전산테이프와 6종의

경제통계데이터베이스를완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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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망을확충했다.

산업연구원은단행본 2만 8,000여권, 잡지 8,200여종 54만여권, 특허 10개국및규격

8종 등 국내외 간행물도 갖췄으며, 특허청(한국특허), 한국정신문화연구원(한국학연구 인

명록), 한국학술진흥재단(인문.사회분야의 연구 인명록), 국회도서관(석.박사학위논문 색

인, 국내 정기간행물 기사추가색인) 등 국내 타 기관에서 소장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

여정보의이용을촉진했다. 

또한 정보자료 열람 기능을 확충하여 기술, 특허, 해외시장정보, 각종 국내통계자료를 포

함한주요정부간행물, 정부출연연구기관보고서등을비치했고, 지원(支院)에는지역특성에

중소기업기술상담 서비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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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헌속보’(월간) : 기업이 연구개발 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분야

별로분류.색인화한자료로수학.물리,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화공, 생물.농업.약학, 경
.경제, 외국특허등 7종을발간했다. 

‘업종별 전문정보지’(월간, 격월간 또는 계간) : 각 분야별 산업계 협회 및 조합과 제휴하

여‘전기공업기술정보’(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고무공업기술정보’(대한고무공업협동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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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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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전기전자시험검사소) 등 7종의전문정보지를발간하여각분야별회원사에게무료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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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설등을주요내용으로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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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공, 금형, 주물, 치공구, 용접, 단조, 자동화, 접착제등 10종의‘취약기술통신지도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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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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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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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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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법및사례해설등을소개했다.

‘기술도입정보총람’: 선진기술의중복도입을방지하고도입기술의기업간교류를간접

적으로 유도할 목적으로 발간한 책이다. 1962년 이래 국내 및 기업체에 도입된 각종 기술

도입 정보를 국내 기업에 소개하고, 재무부 국제금융국과 협력하여 3,000여 건의 기술도

입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했다. 

‘상품별 제조업체 총람’: 기업의 중복투자와 생산에 따른

과당경쟁과자원의낭비를방지하고기업상호간에국산완제

품.부품.소재의발주및거래가원활히이루어지도록하기위

해‘상품별제조업체총람’을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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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이필요한하청기업또한쉽게찾을수있도록했다.

33.. 주주요요 기기능능 및및 연연구구 성성과과

1 ) 정보자료 수집·가공·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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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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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신규간행물등을지속적으로확충했다.

또한 해외협력위원회와 제휴, 해외공관을 통해 자료를 입수함으로써 연구원의 연구.분석

업무에 적극 활용하 다. 나아가 기업.학계.정부 및 기타 유관기관이 신속히 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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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를 5,000부씩발간, 정보이용회원사및유관기관등에배포, 활용을촉진했다.

2 ) 산업·무역·기술 정보의 제공

산업연구원은기술수준향상과신기술개발, 품질개선을통해기업의국제경쟁력을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해 산업.기술정보를 제공했으며, 기업 등의 요구에 의한 기술정보 주제조사

서비스도병행했다. 연구원설립초년도인 1982년도에는주제조사제공건수가 1,300여건

이었으며, 그수요는매년 20~30%씩의증가율을유지했다. 

3 ) 각종 정보지 발간

‘신제품.신기술’(월간) : 해외 최신기술의동향과최신특허및제품을소개하는정보지로서

기업에서호평을받았다.

정보자료실 모습문헌복사 서비스문헌조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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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요요 연연혁혁

1982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개원

1984년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법개정.공포, 산업연구원으로명칭변경

1984년 온라인DB 정보제공서비스개시

1985년 기술정보유통센터설치(산업연구원하부조직)

1986년 ‘국제기술이전워크숍’개시

1988년 부설산업기술정보센터개소

1월

8월

10월

7월

6월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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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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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을제고하는데선도적역할을수행했다.  

4 ) 1사 1기술 개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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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적으로 상담, 정보조사 등의 활동을 제공하 다. 이렇게 기획 및 정보해득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중소기업의 기획실 및 기술개발실 역할을 대행해 줌으로써 대기업 가정의(對企

業家庭醫) 역할을수행하 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은행, 대한무역진흥공사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제를 갖

추고, 이들기관의지원을필요로하는기업을해당기관에추천함으로써기술지도및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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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성을높이기위해각부서별로전담회사를분담하 다.

이사업을통해 21개기업에총 3,024억원의자금지원을추천했고, 이 가운데남성제약,

삼광베리, 서원금속, 신광기업, 광림기계, 한신보일러, 원일철공소 등 7개 업체가 9억

5,000만 원의 자금지원을 받아 신제품.신기술개발에 성공, 약 3,000만 달러의 수입대체

효과를 달성하는 성과를 낳았다. 이들 기업의 성공사례를 실은‘발전에의 도전’을 발간하

여 회원사에 배포했으며, 이외에도 39개 기업 54개 기술과제에 대해 6,028건의 기술정보

를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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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국가간기술정보의무상교환이라는내용의‘서울선언문’과국가간정보교류를촉구

하는 7개항의권고안이채택됐다.

산업기술정보 국제워크숍
아시아 개도국의 중소기업 발전을 위한 11개국 공동체인 테크노네트아시아와 공동으로

1983년 5월 2일~5월 20일에걸쳐‘기업정보활용을위한산업기술정보국제워크숍’을개

최했다. 이 워크숍에는 한국, 일본, 캐나다, 호주, 대만, 인도 등의 17개국 50여 명이 참가

하여세미나및정보실무교육을갖고국가간정보유통에관한협력방안을모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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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여년전만하더라도과학기술분야전문저널을보려면도서관등관련기관을이리저리헤

매고다녔다. 더욱이전문저널에수록된연구논문을찾으려면두터운색인집을뒤적거려야하고

비록그출처를알아냈더라도연구논문의원본을입수하기에필요한시간, 비용, 노력이만만치않

았다. 이런상황에서우리연구원(당시KORSTIC)은과학기술정보의수집에서, DB 구축, 분석, 배

포에이르는모든과정을통해 정보의갈증을해결하는독보적인역할을수행하 다. 국내과학기

술계에서는세계각국의어떠한과학기술정보라도해결되는유일한곳이었던셈이다. 요즈음도회

의에서뵙게되는국내저명한과학자들로부터그당시우리기관으로부터필요한논문을입수하

여많은도움을받았다는이야기를간혹듣게된다. 그럴때마다선배님들의노고에머리가숙여지

고, 후배의어깨도으쓱해진다. 이와같이국내과학기술계를지원하기위한과학기술정보자원의

개발및콘텐트구축은우리기관의출발점인동시에존립의의미이기도하다. 

KISTI가보유한과학기술정보자원은국내에서가장방대한규모를차지하고있다. 예를들면, 해

외학술저널보유량은설립당시인1962년에인쇄저널242종에불과하 지만, 현재는전자저널까

지포함해약14,000종에이르고있으며, 데이터베이스구축규모는수천만건에이른다. 이와같이

정보자원의보유량뿐만아니라구축되는콘텐트의내용및유형도다양해졌다.  1차정보원부터이

를가공한2차정보원, 3차정보원은물론, 사실정보, 분석정보, 동 상정보에이르기까지그폭이

넓어지고, 깊이또한더욱심화되고있다. 정보의질적수준역시손색이없다.  세계모든과학기술

분야에관한최신정보를가장빠르고정확하게개발및보유할수있게되었고, 부가가치정보로서

분석정보도기업은물론다양한연구개발현장에서직접활용해도손색이없을정도로고급화되

고있다.  1980년대실물정보자료를관리하는서고는데이터베이스구축, 정보분석등관련분야

에종사하는직원들이새로운정보에대한지속적인추적을위해가장빈번히드나들던지식의보

고 으며, 외부이용자들을위한정보자료열람실은다양한과학기술관련자료를입수하려는각

계각층연구개발자들로가득하던곳이었다.  

이제는이러한실물공간은물론다양한디지털자원,방대한국내외협력망과연계한yesKiSTi

등의사이버공간을통해서도연구자들에게필요한정보가시간과공간의제한없이제공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20세기후반부터각종전자매체의출현과함께거대한지각변동으로시작된다. 특

히최근10년간정보통신기술의급속한발달로인하여과학기술정보는오프라인에서온라인으로,

아날로그에서디지털로정보의형태나제공방법이하루가다르게변해가고있다. 이제는 유비쿼터

스시대를눈앞에두고있으니, 변화의속도는휠씬더가속화될것이다. 한편정보에대한패러다

임도변하고있다. ‘정보의소유’보다는‘정보의접근’, ‘정보간연계’가더중요한과제가된것이

다. 미국Gartner사의조사에따르면웹(Web)상의 정보량은매6개월마다배로늘어난다고한다.

이토록급증하는방대한정보속에서과학기술자들이자신의연구개발에가장필요한정보에정확

히접근할수있도록하기위해서RSS(RDF Site Summary)를이용한맞춤형정보서비스나지능화

된정보검색엔진의중요성이더욱커지고있다. KISTI도이런변화의물결을주도해가면서과학

기술검색포털사이트yesKiSTi의개발, 국내유수의인터넷포털서비스와의전략적제휴를통해이

용자의온라인접근채널을다양화해가고있다.  정보의홍수속에서특정기관또는국가가필요

한정보를모두소유할수가없으므로, 로벌협력을통해정보가용성확대를도모하고, 상호접근

하여함께활용할수있는체제로정보서비스 역을확대해가야하는것이다. 

아직도많은우리는정보를찾기위해, 문제를해결하기위해정보의바다를헤매고다닌다. 모니터

를종일들여다보기도하고, 클릭을몇번하다보면찾고있는정보가눈앞에나타난다. 콘텐트가

정확한지아닌지는논외로치고일단은무엇이든쉽게찾아볼수있는환경이되었다. 수년후에

는지능적인컴퓨터가우리의마음을다알아버리고모든해결을책임지겠다고할지도모를일이

다. 이럴때일수록디지털과아나로그의융합을강조한‘디지로그(Digilog)’라는용어가마음에와

닿는다. KISTI는이용자가중심에있는디지로그의실천기관으로서온라인과오프라인, 비트와아

톰, 클릭과브릭(brick), 가상현실과실제현실사이의경계를넘나들며정보홍수와디지털화와함께

더욱벌어지고있는정보격차를해소하는역할을하여야할것이다.  이러한차원에서세계적인과

학기술정보기관으로의도약을위해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구축등첨단화된역할을선도해나가

는것은물론, 기관고유의정보자원개발및콘텐트구축사업에도더욱매진하도록노력할것이다.

앞으로도더욱성장하고진화해나갈KISTI의미래를그리다보니인터넷환경에서공룡처럼거대

화되고있는Google을패스트푸드에비유한미국학자의지적이떠오른다.  경계가없는 로벌

정보환경에서우리연구원에도지난40년보다훨씬많은변화가앞으로수년동안일어날것이다.

이러한변화를미리예측하고주도해가면서KISTI가과학기술지식생태계의기반이되는핵심정

보자원, 웰빙(well-being) 콘텐트를개발해서확산및보존, 계승해가는지속적인국가성장동력으

로서발전해가기를기대해본다.  

지지식식생생태태계계의의기기본본토토양양으으로로서서
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보보자자원원,, 

어어제제와와오오늘늘그그리리고고내내일일
/ 최희윤 팀장, 지식기반팀

hychoi@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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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사회에서특허가중요하다는것을모르는사람은없을것이다. 그러나불과30여년전만

하더라도그중요성에대해서심각하게생각하는사람은드물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의특허관련업무는우리나라의특허역사와그궤를같이한다.

KORSTIC의특허업무는1963년정보처리부로부터시작됐는데, 당시특허검색및조사수행기관

으로는국내유일의부서 다. 정보처리부에서처음발간한것은‘외국특허목록집’으로일본특허

를모아놓은것이었다. 당시우리나라의기술은일본의반도체, 가전제품등을모방하여생산하는

추격기술개발형태 기때문에특허역시일본의정보에편중돼있을수밖에없었다. 64년, 외국특

허목록집은‘외국특허속보’로개칭을하 고, 월간으로발간되면서일본특허와더불어미국특허를

수록하기시작했다. 그리고특허정보량이급증하자65년부터는발간주기를월간에서격주간으로

줄 다. 

그러나정보처리부는특허만을전담하는부서가아니라과학기술정보처리를주업무로하면서특

허와관련된조사용목록자료를생산하는곳이어서역할에한계가있었다. 반면에해가갈수록특

허에대한사람들의관심은빠르게높아졌다. 이러한시대적분위기속에서우리나라에도일본의

특허정보센터와 같은 특허전담부서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기 시작했고, 그렇게해서

1970년대중반에특허만을전담하기위해생겨난것이‘특허정보실’이었다. 

특허정보실의신설과함께특허와관련된업무도활기를띠기시작했다. 특허정보의수집에서끝

나는것이아니라색인을만들고, 조사대상국가도여러나라로확대해나갔다. 그리고1982년한

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기관이변경되면서특허정보실에서만든특허검색도구로국내

최초의한국특허, 실용신안분류및출원인별색인을자체제작할수있게되었고, 일본특허, 실용

신안그리고미국특허의분류및출원인별색인을보유하게됨으로써국내뿐만아니라주요국가

인 미국, 일본의 특허 검색도 가능하게 되었다. 또 당시에는 최첨단으로 간주되었던 미국의

DIALOGDB를우리나라에서도검색할수있도록온라인검색체계를갖추었다. 이것을계기로

미국의최신특허정보를빠르게검색할수있는시대가열렸고, 특허정보검색수준을한단계끌어올

리는계기가되었으며, 이때의특허검색및조사기능은국내최고 다고자부할수있다. 

그러다보니특허정보실에는대기업특허담당직원들의발길이끊이는날이없었다. 그 당시자주특

허정보실을이용했던기업중하나가지금은세계최고기업으로성장한삼성이다. 1980년대후반삼

성은특허와관련된곤란을겪게되었다. 1987년, 미국의텍사스인스트루먼츠사가반도체DRAM에

관한특허를침해했다는이유로삼성에게소송을제기했던것이다. 이소송에서지게되면약2억달

러가까이를배상해야하는상황이었다. 삼성직원들은곧바로우리에게달려와도움을요청했다. 그

러나DIALOG DB에semiconductor를입력해검색하자, 무려1,200여건의미국특허가쏟아져나왔

다. 당시우리에게는생소하 으나, 막연하게나마중요할것이라고생각되었던DRAM 반도체에대해

서만1,200건이넘는특허를등록해놓을만큼철저한그네들의특허관리에놀랐고, 우리의허술한

특허관리제도에대해그저자책할수밖에없는상황이었다. 

이사건을계기로삼성은물론이고반도체산업에있어서경쟁관계에있었던금성사, 대우전자, 아남

반도체등에서도특허교육및자료협조요청이들어왔고특허에대한관심이높아졌을뿐아니라특

허정보분석의중요성또한새롭게인식되었다. 또, 여러대기업에속속특허전담부서가신설되었다. 

최근대기업뿐만아니라벤처기업등에서도특허와지적재산에대한높은인식을갖고있는것을보

면, 국내기업체에게특허정보의중요성에대한인식을심어주었던우리연구원특허정보실의역할

은참으로지대했었다는생각이든다. 또우리의힘으로기업의존폐가달린특허분쟁들을수없이해

결했던것을생각하면국가에서부여한과학기술정보보급및활용증진역할을우리나름대로충실히

수행했다는자부심을갖게된다.

대대기기업업특특허허부부서서의의
산산파파역역할할을을수수행행한한특특허허정정보보실실

/ 김석진 팀장, 중소기업지원팀
kimsj@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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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설립립 배배경경과과 연연혁혁

1991년 1월 21일법률 4320호(산업기술정보원법)에의거국가기술정보전담기관으로산업

기술정보원(Korea Institute of Industry and Technology Information : KINITI)이

산업연구원으로부터 분리, 독립하 다. 1982년 1월 1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

와 국제경제연구원(KIEI)이 통합된 지 9년 만에 국가산업기술정보의 총본산 역할을 담당

하는국가기관으로재탄생한것이다.  

KORSTIC은 1982년 1월 12일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조치의 일환으로 경제연구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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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지하는것이다. 

산업기술정보원의 주요 수행업무는 국내외 산업기술정

보의 수집.처리.관리.보급, 수집.관리된 정보의 DB 제작,

국내외 산업기술 동향의 조사.분석.연구, 정보의 생산.관

리.보급에 관한 표준화 연구 및 기술개발, 산업기술정보

망 구축, 국내 유관기관 및 국제기관과의 정보협력 및 유

통등이다.   

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에서 경제시책 중점과제로 추

제3장

산업기술정보원(KI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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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는 국가·사회의 정보화와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KINITI는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 다.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1단계

(1991~1993년) 목표인 정보의 수집.가공.유통 기반조성을 바탕으로 2단계(1994~1995년)

에는 국내외 정보유통기반 확충, 3단계(1996~1997년)에는 정보활동의 고도화 및 국

제정보교류의활성화를단계별목표로제시하 다. 

정보수집.관리 부문에서는 연간 8,000종의 해외 정기간행물을 수집하고, 정보자원 종합

관리시스템을운 하기로했다. 정보조사.분석부문에서는기술.산업시장정보분석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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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대응하기로하 다. 정보서비스부문에서는 2만개처의정보이용회원을개발하고, 연간

40만건의원문제공, 연간 4,300명의정보전문인력을양성하기로하 다. 지역정보화부

문에서는 지역정보센터별 정보 거점 확보로 지역정보 보급 기능을 활성화하고, 지역 고유

정보 DB제작 기능을 강화하기로 하 다. 또한 국가 정보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산업기

술정보유통협의회를구성.운 하기로하 다.

1994년 3월 15일 정기이사회는 준사업부제 방식을 도입한 새로운 조직개편안을 확정하

다. 출범 2기를 맞이하여 질적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며, 기동성

과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직의 형태를 라인형에서 단위부서 중심의 수령.직

능식으로개편한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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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방식을 도입하 으며, 특히 정보서비스 사업은 준사업부제를

도입, 관련사업의 계획수립과 집행을 자율에 맡김으로써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책임경 체제로개편하 다. 

22.. 주주요요 기기능능 및및 연연구구 성성과과

1 ) 정보유통 및 네트워크 구축

정보자료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 제작
해외 핵심 학술지를 비롯한 특허, 연구보고서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하 다. 그리고 산업연

구원 시절부터 수집해 온 해외공관을 통한 산업기술정보도 꾸준히 축적되었다. 이와 같이
산업기술정보원 개원 현판식(1991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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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된 최신 정보자료들은 정보자료전산시스템인 KINITI-LIS(Library 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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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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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 특허명세서를 수집하여 특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특허정보서비스 제공도 활

발히수행하 다. 과학기술정보의총본산역할을수행하기위해다양한콘텐트의자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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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게저렴한비용으로제공하 다. 

정보서비스시스템 KINITI-IR 운
온라인 정보서비스시스템은 산업연구원 시절에

KIETLINE으로 불리던 것을 기관 분리로 인한 명칭

변경에 따라 KINITI-IR(Information Retrieval)

로 개칭하 다. KINITI-IR은 산업기술정보분야의

온라인 정보서비스시스템으로서 국내에서는 독보적

인 것이었다. 자체적으로 구축하 거나 또는 해외로

부터도입한각종콘텐트는 KINITI-IR을 통하여서

비스되었으며, 1997년 말부터는 인터넷을 통한 정보

검색서비스를 제공하 고 또한 하이퍼링크에 의한 데이터베이스 간 연동서비스가 가능해

졌다. 더 나아가 STN-International, DIALOG, JOIS 등 해외주요데이터뱅크와도연결

함으로써국내이용자가직접액세스할수있도록하는한편, 이용자의요청에의한검색대

행서비스도제공하 다.   

‘KINITI 뉴스’발간
1993년 11월, 기업 및 연구소 정보이용 회원을 대상으로 KINITI가 제공하고 있는 각종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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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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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활용사례등이포함되어있다. 

일·한 자동번역 시스템 구축 추진
1994년 6월 8일 과기처로부터 일한어자동번역 시스템도입이승인됨에 따라산업기술정

KINITI-IR 주전산기 증설가동(1994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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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도입과번역을, KORDIC은시스템과인터페이스기술을각각개발하여상호제공하도

록역할을분담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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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교체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새로운 온라인 정보검색 서비스체제 구축사업을 완

료하 다. 내용을 보면 BRS 시스템 한 화를 통한 문.한 통합정보검색 시스템 개발과

BRS 온라인서비스에필요한제반체제를구축하 고, 1995년 2월 24일부터본격서비스

에돌입하 다. 

KINITI 지역정보센터 LAN 구축
1994년 10월전국의지역정보센터에UNIX Server 장비를설치·완료한데이어,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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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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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N to LAN 및 Internet 접속이가능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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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홈페이지제작과아울러그룹웨어를이용한전자메일, 전자게시판, 자료문서관리등의

시스템개발을완료하고, 1996년 9월부터본격서비스를실시하 다. 

KINITI 정보화의새로운장을연 LAN과인터넷홈페이

지 구축은 국내외 최신 정보의 입수와 원내 직원 간 정보

교류의 활성화, KINITI 이용회원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산업기술정보원의 홍보 및 안내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 다. 

또한 국내 최초로 Web을 통한 IBM DB 정보(KINITI-

IR)를 서비스함으로써 대용량의 서지정보와 원문정보 서

비스의 활성화와 함께 Group-ware를 활용한 종합정보

시스템구축에새로운계기를마련하 다. 정보서비스 시연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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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이용 회원 1만 개처 돌파
1994년 8월 29일 산업기술정보원의 정보이용 회원이 1만 개처

를 돌파하 다. 1991년 1월 산업연구원과 분리 설립된 이래, 연

평균 8% 이상의 높은 신장률을 보이면서 정보이용의 다양화.대

량화는 물론, 이용되는 정보의 수준도 심층화, 전문화의 경향을

뚜렷이나타내고있었다. 

정보이용회원의 구성을 보면, 기업회원이 5,613개처로 전체

의 56.1%를 차지했고, 정부.공공기관 및 연구소가 647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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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21.4%)이다. 

산업재산권 진단 수행기관으로 지정
1996년 3월 KINITI가통상산업부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의일환으로추진하는산업재산

권진단사업의진단수행기관으로지정되었다. 선행기술조사및특허기술을분석하여Patent

Map 작성, 시장.기술동향분석, 경쟁기업실태분석등을통해연구개발의추진방향을제시

하 다. 또한기술의발굴과특허클레임에대한사전대응책을수립하는등진단결과를종

합보고서로작성하여제공하 다.

3 ) 국내외 정보교류 및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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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Service : NTIS)과 업무협력을 체결하 으며, 이 협의를 통해 NTIS 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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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IS를 비롯한 미국 내 기술정보서비스 기관에서의 업무연수 알선, 신속한 NTIS 자료 복

사서비스에관해상호협조하기로하 다. 

한·러 산업협력센터 업무 개시
러시아의 산업기술 및 국내 기업의 투자.진출에 필요한 제반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해

1993년 12월 7일 한.러 산업협력센터가 업무를 개시하 다. 이 센터에서는 1993년 5월에

체결된한.러간민수화협력양해각서에근거하여 1994년에한.러간온라인정보전용통신

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 개통
기업의기술혁신과벤처, 중소기업의육성지원을위해통상산업부에서기획하고산업기술

정보원이시스템을개발한종합기업서비스전산망(Inno-NET)이 1997년8월 1일개통되었다.

Inno-NET은기업활동에필요한정보제공과각종민원등의애로사항을해결하기위하여

인터넷과최신정보기술을활용, 구축된통합정보시스템이다. 

2 ) 정보조사·분석·서비스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개시
1986년부터는우리나라공고특허를 DB화하여한국특허정보서비스를개시하 으며, 이어

서공고실용신안, 의장특허도DB로제작하여서비스를확대하 다. 

1993년 11월에는 한국공개특허와 공개실용신안 DB를 구축함으로써 한국 산업재산권 정

보의 온라인 유통기반 조성을 완료하 다. 1993년 7월 23일부터 특허정보의 도면을 제외

한주요서지사항, 출원인코드및청구범위등이수록된KUPA(Korean Unexamined Pa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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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하기시작하 다.  

기술이전정보센터 개소
1994년 3월 국내외 산업 간, 지역 간, 기업 간의 기술

교류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 정보센터

를 설치하 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일환으로 설립된 기

술이전정보센터는 기술도입 및 판매희망 기술정보(특히

노하우), 산업화 가능한 신제품.신기술 정보, 플랜트.

합작투자정보를국내외를총망라하여수집하고, 데이터

베이스를제작.보급했다. 

신규 DB EMBASE 서비스 개시
1994년 4월 1일부터 EMBASE를 도입, KINITI-IR을 통하여 온라인 서비스를 개시하

다. EMBASE는 네덜란드의 Elsevier Science Publishers에서 제작한 세계적인 의.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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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약 35만건의정보가수록되어있다. 

기술이전정보센터 개소식(1994년 3월)

정보이용회원 1만 개처 돌파(1994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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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과 DB 교환협약 체결
1994년 3월 31일 국회도서관과 전산데이터베이스 교환협약을 체결하여 국내 정기간행물

기사색인 DB인 DIGS와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DB인 DIMD를 도입.활용하게 됨으로써

1977년이후의정보를이용자들에게서비스하 다. 

4 ) 테크노마트 개최

제1회 한·미 테크노마트 개최
산업기술정보원은대한무역진흥공사와공동으로1993년10월4

일부터8일까지제1회한.미테크노마트를개최하 다. ‘미국첨

단기초기술과한국생산기술과의만남’이란주제로개최된이행

사는기술협력세미나, 기술이전상담회로나누어실시되었으며,

11개주제발표가있었다.

한·일 테크노마트 개최
1993년 12월 1일부터 3일간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1회 한.일 테크노마트

를 개최하 다. 이 행사는 1992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양국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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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사업으로국내기업의큰관심을모았다. 

한·베트남 테크노마트 개최
제1회한.베트남테크노마트가 1994년 11월 1일부터 8일까지베트남하노이와호치민에

서양국 180여개기업체가참가한가운데개최되었다. 베트남테크노마트는유엔개발기구

의 후원으로 베트남 국가 과학기술정보센터와 호치민 과학기술정보센터가 주관하 으며,

KINITI는국내업체들의기술.플랜트조사를제공하고베트남업체와의상담을알선하 다.

한·인도 테크노마트 개최
산업기술정보원과 인도 공업개발부가 협력 사업으로 추진한 한.인도 테크노마트에서 국내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두었다. 1995년 4월 10일부터 6박 7일간 국내 6개 기업대

표들이인도의마드라스와뱅갈로를순회하며, 20여 개인도기업들과합작투자및플랜트.

기술.상품수출에관한상담을벌 다.  

망 구축을 핵심 사업으로 추진, 러시아 정보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산업기술정

보를국내에서활용할수있도록하 다. 

러시아 VIMI와 협력각서 체결
1993년 12월 7일러시아의 VIMI(연방부처간정보연구소)와협력양해각서를체결, 양국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정보 분야에 있어 보다 효과적인 협력네트워크를 구축

하기로했다.  

협력 내용에는 발간물 교환, 정보전문가 방문교류, 정보서비스 시스템 발전을 위한공동

연구프로젝트수행, 문헌번역서비스및원문복사서비스협력등이포함되어있다. 

KINITI는 VIMI와 협력양해각서를체결함으로써기존의 VINITI(러시아연방과학기술정

보연구소), ICSTI(국제과학기술정보센터)와 더불어 러시아 3대 산업기술정보기관과의 협

력관계를 확보하게 되어 러시아 산업기술정보 수집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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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emical Abstracts Service)와 STN 에이전트협정을체결하 다. STN 국내에이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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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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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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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 본 협약은정보전문가교류, 특정분야의공동업무수행, 과학기술특정분야의협력, 

직원연수등을내용으로하고있다. 

유럽 2개 국가 정보기관과 협력체결
1996년 8월 유럽 국가와의 정보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프랑스의 INIST와 스위스의

CENTREDOC 등 국가 정보기관과 양해각서를 체결하 다. 미국과 일본, 독일, 러시아 등

국가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에 이어 유럽 정보기관과 협력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보다 광범

위한국제정보협력을추진할수있게되었다. 

제3회 한.미 테크노마트(1995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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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요요 연연혁혁

1991년 산업기술정보원개원

1993년 경기지역정보센터개소

1993년 ‘KINITI 뉴스’창간

1993년 한러산업협력정보센터설치

1993년 제1회한.일테크노마트개최

1994년 기술이전정보센터설치

1996년 울산지역정보센터개설

1997년 종합서비스전산망(Inno-Net)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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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인사 및 국내외 기업인 등 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APEC 테크노마트는

기술수준과산업발전단계가각각다른회원국간의투자및산업기술상담과실제적인정보

교류의장을마련하는행사 다. APEC 테크노마트 행사를 위해 국가별로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교류가능한기술을선정한결과 178개업체에서 390개의기술이출품되었다. 

5 ) 지역정보화 사업

산업기술 지역정보화 사업 추진
지방화.정보화시대에부응하고산업기술정보의지방유통활성화를통해중앙과지방간의

정보격차를해소하여지방산업의경쟁력제고기반조성을위해산업자원부와함께산업기

술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 다. 주요 사업으로는 지역정보화정책협의회 구성, 지역 내

각종 산업기술정보를 수집.DB화하여 지자체, 산업체 및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기반 조성, 지역 내 제조업체 DB, 상품정보 DB, 시험기기 및 장비보유 DB, 전문기술인력

DB 및중소기업지원제도정보DB 등데이터베이스의개발이있었다. 

충북지역 정보화 기반사업 완료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사업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결실을 보았다. 1995년 9월

1일부터시행된정보제공사업은지역내기업, 제품연구시설, 전문인력등에대한정보를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게 되었고, 따라서 지역소재 기업 등 정보수요자

의정보부족으로인한애로를해결하고, 산업기술정보활용여건을획기적으로개선함으로

써지역산업의경쟁력제고를위한중요한기반을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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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실공히국가과학.산업기술정보유통전문기관으로자리

매김했다.

산업과과학, 기술과관련한국내외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하고, 이를분석.가공.축적하여

신속히보급함으로써국가산업과학기술정보활동의총본산으로서그 소임을다하 다.

광주.전남지역정보센터 개소 및 세미나(1991년 2월)

1월

4월

11월

12월

12월

3월

10월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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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소기업김대리는오늘부장에게지난1년간발표된금속분야의논문자료를정리해서

보고해야한다. 거의1만페이지에달하는관련자료를수작업으로정리하려면야근도불사해야한다.”

물론현재의이야기는아니다. 1990년초만해도중소기업에서컴퓨터를이용해기술정보를관리

한다는인식은매우부족했고, 설사인식이있었다해도당시의정보관리관련소프트웨어들은중

소기업이구입하기에는굉장히비싼가격이었다.

중소기업들의이러한어려움을해결해주기위해서당시다양한기술정보를구축해제공하던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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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S (Tot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를자체개발하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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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cumentation System/Integrated System of Information System) 를보급하고있었고, 그임

무를맡은한국내공식보급기관이바로KINITI 다. 

KINITI는우리실정에맞는정보관리시스템을개발하기로하고, 한 을지원하는정보자원관리

시스템을개발하기위해유네스코파리본부에기술지원과환경제공에관한협조를구했다. 그리

고1992년과1996년두차례에걸쳐연구원2명씩을각2개월간프랑스파리에있는유네스코본

부로 파견해 시스템 분석 및 기술을 전수받으면서 개발 작업을 동시에 진행시켰다. 

1992년에 TIMS DOS 버전을개발하고, 1996년에윈도버전인 TIMS/Win을개발했다. TIMS는

KINITI에서자체개발했기때문에추가적인소프트웨어를설치할필요가없었고, 저렴한비용으

로정보관리를할수있다는장점이있었다. TIMS가개발된1990년대초만해도국내에는정보관

리의개념조차생소했기때문에사내의정보를스스로관리할수있는이런시스템을개발보급한

다는사실은중소기업체에게는희소식이었다.  뿐만아니라TIMS는일반PC 또는PC 서버용자체

저장구조와 검색 엔진을 가지고 있어서 타 정보관리 시스템보다도 작지만 월등한 검색성능을

발휘하 기때문에몇몇대기업으로부터기술제휴를제의받기도하 다. (주)대우정보시스템의문

서관리시스템제품인DocuBase와연계하여TIMS-DocuBase를개발보급한바도있다. TIMS를도

입해사용한후정보관리의효율성과이점을몸소체험한중소기업은도입이후에도지속적으로관심

을가지고KINITI에여러가지개선점을제안했다. 

이러한요구사항들을수렴하면서TIMS는하나씩단점을보완해가기시작했다. 1996년에는윈도버

전인 TIMS/Win을 개발했고, 1998년에는 기술정보와 전자원문을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는

TIMS/Plus를개발하 다. 또2000년대에들어서엄청난성장을이룬인터넷환경에서활용이가능하

도록웹버전TIMS/Web을2000년에개발.보급해중소기업체로부터지속적인호응을얻었다. TIMS

는1992년부터보급을시작하여총130여개에이르는기관이활용하는대중적인시스템이되었다. 또

TIMS를활용하여1998년CD 검색용프로그램을개발하고문헌속보CD 외5종의CD를약1,400여

기관에보급하는등기업의정보관리에효자노릇을톡톡히해냈다.  

TIMS의보급은중소기업입장에서는단순히시스템도입만을의미하는것은아니었다. TIMS는기술

정보관리방법, 국내외기술정보관련동향파악, TIMS 이용자교육등기술정보를어떻게관리하고

정리해야하는지에대한중소기업기술정보활용을위한컨설팅, 그리고무기한사후관리를지원하는

사후관리체제를제공함으로써중소기업정보관리의종합컨설팅시스템으로인식됐다. 중소기업정보

관리담당자들의감사의말도이어졌다. 심지어한유명한식품회사정보관리담당자는명절마다회

사에서만든맛있는과자를한보따리들고찾아오기도했다.

지난10여년간전산자원의가격하락, 인터넷의보급증가와네트워크속도의향상은중소기업의정

보관리에도많은변화를가져왔다. 이변화의흐름속에서TIMS는많은이용자들의아낌없는사랑을

받으며우리나라중소기업의정보관리수준을한단계끌어올리는견인차역할을했으며, 우리연구

원의자긍심이되어왔다. 

앞으로도KISTI는연구자들이가장필요로하는정보를, 가장정확한방법으로, 가장편리하게서비

스받을수있도록하기위해최선을다할것이다.

정정보보관관리리시시스스템템팀팀스스((TTIIMMSS))

/ 김재수 책임연구원, 표준화기술지원팀

jaeoo@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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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설설립립 배배경경 및및 연연혁혁

1 )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기반 구축

KORDIC의 설립 배경
1981년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위상 재정립과 부처 이관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국과학기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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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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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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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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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과학기술정보보다는산업기술에더가깝다는이유로그소속이변경되었던것이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의 설립으로 KORSTIC은 KIET의 일개 부로 전락하게

되었고, 이로써과거KORSTIC이선도적으로수행하여왔던많은기능들의부분적마비를

초래하 으며, 과학기술처 역시 나름대로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시스템 구축에 많은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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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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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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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한 비공개, 심층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에 중점을 둔 전국적 규모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

제구축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1991년 SERI 내에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을 발족하여

과기처산하출연연구소를중심으로한독자적과학기술정보유통활동을추진할것을결정

하 다. 

제4장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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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과학기술처는 1992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과학기술정보

의 종합적 관리.지원대책’을 근거로 과학기술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관 설

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 으며, 1993년 4월에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

정보센터(Korea Research &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 : KORDIC)를 KIST

산하에설립하여과학기술정보의수집.가공.유통을총괄하고조정하는기능을부여하 다.   

기존의조직을활용해최소의비용으로효율적인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을할수있는방

법을 모색하던 과학기술처는 KIST의 컴퓨팅 능력으로 과학기술처 산하 출연연구기관이

보유하고있는전문정보를손쉽게수집.분석.서비스할수있을것이라고판단한것이다. 이

러한정부의구상은급변하는과학기술정보유통과기술축적을위한필연의과정으로이해

되었다. 

KIST 부설 정보유통기관
1991년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시스템공학연구소(SERI) 내의과학기술정보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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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3층에연구실을개설하고본격적으로사업을시작하게된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과학기술 연구개발과 관련된 국내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

가공하여국내연구기관과학계, 산업계에제공하며, 정보유통관련시스템개발및표준화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고 그 성과를 보급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유통을 촉진하여 과학

기술발전에기여한다는데그임무와사명을두고있었다.

초기의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저비용 고효율을 모토로, 우선 과학기술처 산하 정부출연연

구기관들의 기술정보실 또는 전문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가공.보급하

는사업부터시작하 다. 이와함께출연연구기관이가지고있

는 연구보고서를 DB화하는 작업도 병행하 다. 당시의 출연

연구기관에는기존의연구자료가도서형태로보관정리되어있

었고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정보와 보고서가 축

적되어있었다. 

연구개발정보센터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이러한 정보를 묶어

출연기관연구원들로하여금공동활용하고, 다시대학이나중

소기업등에이용할수있도록하는것이었다. 이를위하여창원,연구개발정보센터 현판식(1993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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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 위상 정립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기관으로 자리를 옮긴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사용자에게 보다

친근하고 사용하기 편리한 정보시스템을 제공하고, 보다 알찬 정보를 수집.분석하기

위해전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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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formation :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라는 워크숍을 통해 정보 전문가를 결집시키고,

KORDIC News Letters를 발간하는 등 KORDIC의 기능과 역할을 알리기에 노력했다. 

이때자체기술로정보검색시스템KRISTAL-II를개발하기도하 다.

이로써 국가 중앙정보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 여러 전문정보센터의 적극적인 지원을 얻

어낼수있었고, 정보시스템을개발할수있는능력을보유함으로써연구개발정보센터만의

강점을유지해나갈수있었다. 난관 또한없지않았다. 대내적으로는 DB품질에관한불만

이있었고, 대외적으로는새로운정보센터들이설립되면서경쟁자들이등장하고있는데새

로운정보기술의출현에대응할수있는정보전문가가부족한것도고충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여건에도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이 시기를 국가과학기술 중앙정보센터로서

확고한 입지를 마련하는 계기로 만들었다. 단기적으로는 우선 분야를 선정, 집중 투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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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관간의업무중복을줄이는노력을기울 다. 

또한정보유통중심에서정보수집분석기능을강화하고특화하 다. 이를위해해외의정

보기관으로부터정보를수집.교환하는미러(mirror) 기능을강화하 다.

3 ) 독립된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

독립된 정보기관으로
국민의 정부가 들어서면서 개혁사업의 일환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기능조정과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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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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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리화를 도모하 다. 이때 연구개발정보센터가 한국과학기술원 부설 연구기관에서 공공

기술연구회 소속 연구개발정보센터로 독립하게 된다. 조 화 박사가 독립 기관의 소장으

로 임명되면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사업을 확대하고정부로부터출연금을지속적으로확

보하는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으로부터 기존의 연구공간인 구 SERI

건물을인수받아새로운연구터전을마련하고, 슈퍼컴퓨터기능과함께슈퍼컴퓨터센터를

광주등지방에지역정보센터를구축하고지역의특성화된산업단지를지원하기위한네트

워크를 확대하 다. 이 사업은 해가 더할수록 확장되면서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출연연구

기관이 네트워크로 연결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고, 지역의 정보화를 앞당기는

계기를마련하 다.  

2 )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의 위상정립

KIST 부설에서 KAIST 부설로
1995년 연구개발정보센터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을 확장하면서 예산과 DB의 양 또한

방대해지던때, 성기수초대소장이동명대학교총장으로자리를옮겼고김진형KAIST 교

수가제2대소장으로임명되었다. 

지금까지의 사업과 예산이 DB확대와 네트워크 확장이 중심이었다면, 이후에는 사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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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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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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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성에대한검증에들어갔다.

이와 맞물려 연구개발정보센터는 상위 기관인 한국기술연구원(KIST)이 서울에 위치하고

있어관리상비효율적이라는이유로, 1997년 1월같은울타리를사용하고있는한국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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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관리서비스기관으로서의위상에크고작은변화를맞게된다. 연구공간은시스템공학

연구소건물 3층에서유성시내한오피스텔로 옮겨졌다. 

정부는 연구개발정보센터의 기능을 국가안전기획부의 정보 분야와 통합 또는 연계하는

운 방안과 한국과학기술원 중앙도서관의 도서관리시스템과 통합.운 하는 방안 등을 검

토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현재의 정보유통관리

시스템보다 낫다는 확신이 서지 않은 정부는 기존의 체제

를유지하게된다. 

대신 정보유통체계를 슬림화하고 개혁을 통하여 국가 과

학기술 정보유통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관리되는 차원에서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그 기능과 조직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었다. 이 시기에 희망퇴직제도 시행을 통한 인력구조

조정, 수차에걸친조직의개편등여러가지개혁조치가있었다. 제1회 과학기술정보 워크샵(1996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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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정보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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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공공기관및민간기업에보급함으로써정보검색기술의표준화와대중화에기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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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되었고, 어 및 한 문서에 대한 검색 지원, 수십 Gigabyte 이상의 대용량 데이터

저장.검색, 실시간삽입.삭제및수정지원등이가능한시스템이었다.

또한,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을구축함으로써연구개발정보, 과학기술전문정보, 학회학

술정보, 과학기술 정책지원 등이 하나의 시스템으로 연동되어 해당 정보가 온라인 DB화되

고서비스되는전자정보화체제를가능케하 다. 원하는시간

에원하는장소에서원하는정보의원문을제공받고자하는사

용자의정보요구를충족시키기위해, 초고속정보통신망을기

반으로 전문분야별 단위도서관을 연계한 국가 차원의 전자도

서관을 구축했다. 이러한 국가전자도서관 구축사업을 통해 정

보 이용자들은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서지, 본문

(full-text)은 물론, 동화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화된 과학기술

정보를제공받을수있게되었다.

3 ) 슈퍼컴퓨팅 인프라

슈퍼컴퓨터와 초고속망을 기반으로 하는 슈퍼컴퓨팅 인프라를 구축.운 , 전국의 산.학.연

연구기관과 정부기관에 슈퍼컴퓨팅 자원과 사용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과학기

술연구개발환경을제공했다.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을 위해 슈퍼컴퓨팅 시스템 및 사용자 네트워크를 운 하 으며,

슈퍼컴퓨팅 기술 동향을 분석하고 슈퍼컴퓨터 기반 시설을 관리.운 해왔다. 또, 슈퍼컴퓨

터활용기술교육과사용편의용도구개발, 사용자정보및통계정보제공등의활동을통

해슈퍼컴퓨터사용자관리및사용기술을지원했다. QoS 기반엔지니어링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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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하고서비스했다. 이외에도다양한슈퍼컴퓨팅기반기술을개발했다.

인수받는 등 질적.양적 성장의 전환점을 맞는다. 정부의 개혁정책과 새로운 사회 시스템의

도입으로연봉제가시행되면서퇴직금을정산하기도하 다. 

이때 추진하던 대표적 사업으로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 슈퍼컴퓨터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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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공용정보 DB구축, 과학기술문헌정보 DB구축, 멀티미디어 통계 사실정보서비스

체제구축, 정보서비스사용자지원, 전자정보서비스를위한검색환경구축등을들수있다. 

22.. 주주요요 기기능능 및및 연연구구성성과과

1 )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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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헌등에포함된단위논문에대한서지정보데이터베이스를구축했다. 또, 국내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분산.수집.관리되고 있는 과학기술문헌, 그리고 정부 지원 연구개발사업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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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과학기술분야학회의생산정보를데이터베이스화하여학회별홈페이지지원을통한

학회 포털 사이트를 운 하고, 전자정보화 체제에 의한 학회논문정보의 실시간 관리 유통

체제를구축하 다.

또한, 국내과학기술인력의기본정보, 전문분야, 학력사항, 경력및활동사항, 연구실

적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분산되어 있는 산업체.대학교.연구소 인력 DB의 연계 관리를

가능케 하 다. 인력뿐 아니라 연구기자재 DB를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산.

학.연에제공함으로써연구기자재의공동활용을촉진하 다.

국제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CODATA)의 한국대표기관으로서, 연구의직접결과물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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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연근해수산생물 DB, 한국민속식물 DB, 식용어류생태계

DB 등을구축하여이에관한정보에접근과활용이용이하도록했다. 

또, 기술개발상담센터를 설치하여 정부출연연구소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개발 자원을 안

내하고, 해외 과학기술자 및 분야별 전문연구소의 연구원과 온라인 상담체제를 구축하는

등벤처.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지원하기위한기술개발상담서비스를실시하 다. 

KRISTAL-II 시스템 발표회(1997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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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 KOSEN(Global Network for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을 구축하여 국내 과학기술계 소식과 고급 취

업 정보, 그리고 세계의 학술정보 등을 제공했다.또한, 정부부

처 및 범세계적인 KOSEN 회원망을 통하여 주위에서 쉽게 구

할 수 없는 해외정보를 입수하여 해외과학기술정보네트워크

(Overse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Network : OSTIN)를구축, 제공했다. 

중국의 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와 과학원 산하 문헌정보

센터(DICCAS), 그리고 러시아 과학연구통계센터(CSRS) 등과 과학기술정보 및 인력 교류

협약을맺고국제적정보교류활성화를도모하 다. 또한,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

미국 국가기술정보서비스연구소(NTIS), 프랑스 국가과학기술정보연구소(INIST) 및 독일

전문정보센터(FIZ Karlsruhe) 등과데이터베이스교환및인력교류를추진했다.

이처럼 연구개발정보센터는 과학기술정보DB를 제작, 산.학.연의 다양한 정보수요자에게

제공함으로써 국가과학기술정보 유통기반을 구축하 다. 뿐만 아니라 슈퍼컴퓨팅 인프라

를 구축.활용함으로써 지식 인프라 활용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

행했다.

PC 기반 슈퍼컴퓨팅구축기술개발및초대형 PC 클러스터시스템을제작하 으며, 슈퍼

컴퓨팅수행제어및실시간과학적가시화기술, 슈퍼컴퓨팅기반가상실험시뮬레이터등

슈퍼컴퓨팅통합환경시스템구축을위한기술을개발했다. 

메타컴퓨팅 시스템을 개발함으로써 국내 주요 슈퍼컴퓨팅 자원을 연계한 국가 메타컴퓨

팅시범인프라를구축하고, KREONet, HPCNET, 선도시험망을연계한슈퍼컴퓨팅실험

환경을구축하 다.

4 )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

국내정부출연연구소와기업체, 대학의연구인력에게국내외기술정보를원활하게제공하

고, 활발한 상호교류를 촉진시키기 위해 5대 국가 기간전산망의 하나인 연구전산망

(Korea Research & Environment Open Network : KREONet)을구축.운 했다. 

고성능전산망(High Performance Computing Network : HPCNet)을 구축함으로써

연구전산망사업과연계하여슈퍼컴퓨터에서의대용량데이터고속처리및세계수준의정

보처리서비스를제공하기위한R&D 특화네트워크서비스를제공했다.

5 ) 지역정보화 사업

전국을권역별(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남권등)로분류하여대학, 연구소의과학기술전

문소장자료를 DB화하고, 슈퍼컴퓨팅, 연구전산망, 정보서비스 시스템 등의 정보인프라를

지원함으로써연계체제를구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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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를 구축하고, 권역별 지역정보유통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 다. 또, 지역의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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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시스템개발과표준화를지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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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들의전문지식과경험을국내과학기술발전에활용하도록한민족과학기술자

APEC 정보교류 워크숍(1996년 8월)

주주요요 연연혁혁

1991년 2월 SERI 내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발족

1993년 4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연구개발정보센터설립

1994년 2월 과학기술정보종합정보기관으로지정

1997년 1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연구기관으로이관

1999년 5월 연구개발정보센터독립법인설립

1999년 9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슈퍼컴퓨터센터의기능을이관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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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순수국내기술로검색엔진을만들어보자’는제안을한것은KORDIC 조 화원장(당시

단장)이었다. 머지않아정보의홍수시대가도래할것이고, 이를대비하기위해서는다양한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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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는것이었다.

그러나시작은막막하기만했다. 개발실전원이응용프로그래밍의대가들이어서외국산제품을

국내에응용하는것은쉬웠지만, 다국적기업의선진시스템들을직접개발하기에는경험이너무

부족했다. 더구나검색시스템개발의필요성을느끼는사람도거의없었고, 적합한연구자조차찾

기어려운상황이었다. 그렇게우왕좌왕하는사이에3년의세월이소득없이흘러갔다.

1994년, 정보검색분야국내1호박사인KAIST 이준호박사를 입하면서해결의실마리가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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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ience & Technology Access Line : KRISTAL) 시스템개발이본격적으로시작됐다. 1995년에

KRISTAL-II 버전0.8을, 그리고 1996년말에는마침내버전1.6을개발하여내부를비롯한외부

기관에까지배포하기시작했다.

그러나크리스탈이한창제궤도에오를즈음난관이시작됐다. 이준호박사가갑작스럽게퇴원한

데이어외부에배포한KRISTAL-II가안정성부족으로인해계속해서오류를일으켰다. 사용자

요구도쏟아졌다. 필연적으로크리스탈개발팀은축소되기시작했다. 단세명의팀원만남았다.

크리스탈의중요성과진면목을알리기위해우리가할수있는일이라고는오로지깡과오기로연

구개발에 몰두하는 것밖에 없었다. 그 결과 놀라운 성과들이 도출됐다. 문서 건수 200만 건이

KRISTAL-II의한계일것이라고예상했던벽을허물고900만건적재및검색에성공했던것이다.

또한잦은오류의원인이되는프로그래밍요소와사용자불만요인을찾아내는작업도빠르게진

전됐다.

그렇게시스템이가까스로안정화되고, 외부로부터인정을받기시작할즈음우리는또다시엉

뚱한모험을시도했다. 검색엔진에문서관리기능을합친정보검색관리시스템을국내최초로개발

하겠다고도전장을낸것이다. 첫째, 정보를검색할뿐만아니라RDBMS를사용하지않고관리까지

할수있도록할것, 둘째, 사용자요구가있을때마다커스터마이징을하지않도록패키지화할것, 셋

째, 멀티미디어정보와같은다양한형태의정보를모두수용할수있어야할것. 이렇게세가지가정

보검색관리시스템의주요개발개념이었다.

그리고3년간각고의노력끝에드디어2002년10월국내최초의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

2000 개발이완료됐다. 그리고곧이어한층완성도를높인KRISTAL-2002가탄생했다. 2002라는

브랜드 네임은 개발연도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그보다 2002년 월드컵의 뜨거운 열광과 순

수한희망을담은것이었다.

KRISTAL-2002의진면목은뜻밖의곳에서찾아졌다. 인문정보학전문가인김현박사(한국학중앙연

구원교수)의도움으로크리스탈을역사정보통합시스템에적용할수있게된것이다. 역사정보통합

시스템은데이터의양은상대적으로적었지만관리와서비스의측면에서볼때, XML 구조문서와관

련하여매우복잡한과정을필요로했다. 우리는수년간국사편찬기관으로부터다중음가사전, 한국

역사용어특수사전등을제공받고, 검색서비스도중생기는문제점에대해서도그때그때맞춤수정.

보완을하며시스템을완성해갔다. 그리고불과1~2년사이에국사편찬위원회, 서울대규장각, 민족

문화추진회등여러역사편찬기관에서크리스탈을기반으로웹서비스를하기시작했다. 그리고최

근고문서검색은물론이고, 유전자정보검색, 신문뉴스검색, yesKisti와같은대용량정보검색이

나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과같은데이터베이스편집시스템등으로도활용범위를빠르게넓혀가고

있다.

크리스탈기반시스템을사용하는전산담당자들의반응은우리에게더없는뿌듯함으로다가왔다. 검

색시간이나정확성, 재현율이이전과는비교할수없을만큼뛰어나다거나, ‘실시간문서수정’이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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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KISTI는항상‘시작’이라는마음으로KRISTAL을발전시켜나갈것이다. 특히상업성이떨

어져소외되고있는정보분야를적극적으로지원할것이며, 세계로눈을돌려세계최강의정보검색

관리시스템으로키워나갈것이다. 

집집념념과과자자신신감감으으로로이이룬룬선선견견지지명명,,            
KKRRIISSTTAALL
/ 서정현 선임연구원, 시스템개발팀

jerry@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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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을 선정하 다. CDC 3300을 도입한 KIST 전산실은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컴퓨터

역사상 12번째의도입기관으로기록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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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KW로확장하 고, 운 체제로는 MSOS를 가동하다

가나중에MASTER로업그레이드하 다.  

한국 최초의 데이터 통신 및 EPB ‘예산업무’전산화
KIST 전산실이 1970년 3월부터 6년에걸쳐 3단계로수행한최초의정부프로젝트가경제

기획원예산국의‘예산업무 EDPS화에관한연구’이다. 

1970년 5월 한국 최초의 데이터 통신망을 개통하 다. 통신망 연결이라고 하지만, 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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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기획원예산국의배치터미널 CDC 200UT를 2,400bps로연결한것에불과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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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격지에서컴퓨터를공유하는시대가왔다는것을알리는서곡이었다. 

이후, 중앙관상대, 체신부, 농림부 양정국, 전매청, 관세청 등의 전산화와 덕수상고 등의

원격지온라인컴퓨터교육등시범적인통신망을구축하기시작하여, 1976년부터는울산,

인천, 광주, 부산 등지로 전국 규모의 개방형 온라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전국적으로

컴퓨터마인드를보급.확산하게되었다. 

예산업무 EDPS화는고위관료들에게컴퓨터에대한인식을심어주는계기가되었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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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은체신부전화요금고지서전산화, 전매청업무전산화등한국의경제발전과정보산업역

사에길이남을주요프로젝트들을수행하게된다. 

국내 최초 한 입출력 시스템 개발
1970년 11월 30일은 KIST 전산실이 한 입출력 시스템을 개발, 컴퓨터가 사상 처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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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한 을찍어낼수있는한 전자인쇄장치개발에성공한것이다. 이제까지한 로된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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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I 슈퍼컴퓨터센터는 1967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 전자계산실로부터출발하

여 2006년오늘에이르기까지우리나라정보화정책입안및정보기술소프트웨어발전및

활용보급에대들보역할을해왔다.

11.. CCDDCC 33330000 도도입입으으로로부부터터 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 11호호기기 도도입입까까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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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가 설립되고, KIST 핵심연구분야의하나로컴퓨터활용기술에대한연구가

부각되면서 전산실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성기수 박사를 초대 전산실장으로

1967년 12월에 KIST 전산실이정식출범했다.

1 ) KIST 전산실 컴퓨터 1호기 CDC 3300 도입

1967년 4월 한국에 제1호로 공급된 컴퓨터는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

추진의 주무 부처 던 경제기획원 조사통계국에 설치된‘IBM 1401’이다. 이 컴퓨터는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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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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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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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었고, 1968년 12월 IBM S/360-40으로대체되었다. 

1968년 말 KIST가 처음 컴퓨터를 도입할 당시, 한국에서 컴퓨터를 도입한 기관이나 기

업은경제기획원, 한국생산성본부, 국립보건연구원, 육군본부, 한일은행, 산업은행, 유한양

행등통틀어 7군데정도 다. 40년 전일반컴퓨터도입은지금의슈퍼컴퓨터도입만큼이

나비용이많이들고까다로웠으며, 당시는컴퓨터한대의도입이경제적.사회적으로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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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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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장

슈퍼컴퓨터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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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모델을수립한다는계획도포함되어있었다. 

1972년 CYBER 72-14 시스템설치와더불어매년확장을거듭해지상전뿐아니라공중

전, 해상전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친 다양한 모델들이 도입되어 가동되기에 이르 고, 

1975년부터는독자적인새모델개발에착수하 다.  

2 ) KIST 전산실 컴퓨터 2호기 CYBER 72-14 도입

CDC 3300을 도입한 지 1년여 만에 다양한 소프트웨어 개발에 성공함으로써 컴퓨터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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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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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종인 CYBER 72-14를도입하기에이른다. 이또한렌털도입방식이었다. 

2호기 컴퓨터 CYBER 72-14는 복수의 프로세서와 Time sharing 기술이 가능한 대규

모의과학계산처리용시스템으로, 주기억메모리가 48KW(60bit/w), 10개의주변프로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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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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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S로업그레이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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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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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이상많은 3만 5,000달러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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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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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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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의메인서버로서역할을다하 다. 

1973년 8월 KIST의 조직개편으로 전자계산실은 전자계산부로 승격하고 하부에 전산연

구개발실과전산운 실로개편되었다.

데이터 전산망의 모체‘전산운 실 터미널 팀’
1973년 CYBER 73-14가 도입되면서 터미널 보급을 좀 더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전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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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 운 까지 CDK CE의도움을받아운 되었다.  

1976년에서울과광주삼양타이어간에 4,800bps가, 1978년에는서울~부산, 서울~대전

야 했는데, 한 전자인쇄장치가 개발됨으로써 그전까지 엄두도 못 냈던 전화요금 고지서

발급, 대학예비고사채점등대규모데이터처리의한 인쇄가가능하게된것이다. 

이후, 컴퓨터 이용 범위가 과학 계산용뿐 아니라 기업경 의 모든 보고서 자체를 만들어

내는 데까지 발전하 고, 1977년에는 한 소프트웨어를 개선할 목적으로 새로운 한 프

로그램을개발하여 CP 타임의 50% 이상을감소시켰다. 이로인해모든보고서를컴퓨터에

의해기억.처리하여직접인쇄할수있게됨으로써컴퓨터가인쇄기역할까지맡게되었다.   

국내 최초 OCR(광학문자판독) 시스템 도입 및 처리기술 개발
서울시 전화요금 전산화는 1970년 11월 KIST 전산실과 체신부가 1년간 수행한 프로젝트

이다. 당시는수기(手記)로전화요금고지서를작성, 발부한시절이어서전화요금고지서는

수십만 내지 수백만 장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 고, 갈수록 전화 가입자가 급증하는 추세여

서수기처리로인한문제점이대두되고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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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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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제출하 다. 그러나 KIST 전산실에서 개발비용 7,000만

원(OSI가 제안한비용의 1/20), 1년의 개발기간으로그프로젝

트를 성공리에 완성하 다. 드디어 1971년 10월, 서울 동대문

관내 전화 가입자들이 한 로 된 전화요금 전산고지서를 발부

받게된다.

전화요금 고지서 발급업무와 대학입학 예비고사 채점 전산화

성공은 곧바로 서울시 상수도 요금 고지서 발급업무, 전매청

업무, 중학교 무시험진학 추첨업무 등 공공업무가 잇따라 전

산화되는계기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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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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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록도와주는방법을말한다.

1971년 8월에시작돼 1976년 말까지계속된‘아틀라스’프로젝트는미국에서 IBM 컴퓨터

로 개발된 패키지들을 한국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서는 한국형 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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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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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을활용하여무려 3,700억원의세금을더징수할수있었고, 1984년부터 1989년까지

5년동안은닉세수 2조 5,600억원을발굴하는데기여하 다.

22.. 한한국국 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 시시대대 도도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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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가동을시작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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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 체제는 UNICOS를 탑재한, 당대 슈퍼

컴퓨터 중에서도 가격과 기능 및 성능 측면에서 다른 기종의 슈퍼컴퓨터보다 월등히 우수

한컴퓨터 다. 

1993년 슈퍼컴퓨터 2호기도입까지 5년간슈퍼컴퓨터이용환경조성에중점을둔결과,

지속적인사용자증가로슈퍼컴퓨터용량이포화상태에도달하여새로운슈퍼컴퓨터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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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하 다. 슈퍼컴퓨

터의 대표적인 활용 사례를 들면, 기상청에서는 일기예보 모델 분

석 작업을 위해 30시간이 걸리던 것을 1시간 내에 처리하게 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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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로를 정확히 추적, 적시에 예보하는 등 일기예보의 정확성을

73%에서 83%로 향상시켰다. 한국석유개발공사는 대륙붕 석유방

사 자료의 국내 처리가 가능하게 되어 연간 150만 달러의 외화를

절감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슈퍼컴퓨터의 도입과 활용은 선진국에

서만 가능했던 기초과학분야 연구들을 국내에서도 가능케 하 으

에 각각 9,600bps 통신이 개통됨으로써 국내 고속통신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일

반이용이촉진되게되었고, 서울시내를포함한부산, 광주, 울산등에까지배치처리단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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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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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망기반사업의모태가되었다.   

3 ) IBM 3032 도입

1976년 2월 KIST 조직 개편으로 전자계산부는 전자계산조직연구부로 개편되었다가 1977

년 3월 KIST 전산개발센터로개칭되었다.

수탁연구과제의양이날로증가하고사용자의요구가다양화, 대형화됨에따라컴퓨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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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스템은제3세대컴퓨터로국내에서최초로도입되는최신의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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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MB 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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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다시도입대체되었다. 

1980년 12월 15개 이공계출연연구기관이 9개로통폐합됨에따라 KIST는 KAIS(한국과

학원)와 통합되어 KAIST(한국과학기술원 : Korea Advanced Institute of Science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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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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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설시스템공학센터(SERI)로재출발하면서크게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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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 실시가 발표되었다. 6개월 동안 5,000만 건의 금융거래 자료를 처리하는 것에 대해

모든 정부 관계자들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 지만, 전산개발센터는 약속한 대로 1982년 말 시스템공학연구소에 설치한 슈퍼컴퓨터 CRAY-2S(1988년)

004과거기관수정  2006.8.9 10:36 PM  페이지69   mac31 150LINE



1962 KISTI HISTORY 2006171 제1편 뿌리 깊은 나무 KISTI 172

베이스를 제공하게 되었고, 국가기간전산망으로서의 연구전산망 구축은 더욱 활성화되는

단계에돌입하 다. 연구전산망의국제학술망과의연동은 1991년 6월, 미국샌디에이고슈

퍼컴퓨터센터에 있는 NSFNET/CERFnet과 56Kbps 속도로 전용 링크를 개설함으로써

시작되었다. 이를바탕으로 1993년 8월에는유럽의 EuroPaNet과 64Kbps 속도의전용선

을 개설하 고, 1994년 6월에는 일본 IMNET과 56Kbps의 국제 전용링크를 개통하여 바

야흐로 로벌네트워크시대에동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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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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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레이드하 다.

3 ) 슈퍼컴퓨터 2호기 CRAY-YMP C916/512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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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기능또한낙후되어, 1993년 11월 1호기의리스계약기간이만료됨과동시에최고성

능의최신기종으로대체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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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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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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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템이었다. 당시 세계에서 미국이 9대, 국이 1대를 설치, 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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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 이용환경 조성과 활성화를 목표로 전개되었고, 2단계 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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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

산자원을필요로하는모든기관을대상기관으로하여가동후처음

3개월간(1993년 12월~1994년 2월) 무료로 개방하는 한편, 시스템

적응교육을실시하고정상가동에들어갔다.  

슈퍼컴퓨터 활용측면에서 중요한 응용 소프트웨어 도입에 있어서는 분야별 사용자 응용

소프트웨어 수요분석을 통해 선정 작업을 추진하 다. 또한 응용 소프트웨어 사용자 지원

으로 상담체제를 전문화하고 온라인 체제를 구축하 고, 슈퍼컴퓨터 사용을 위한 응용 소

프트웨어및사용자유형별교육과정을실시하는한편, ‘슈퍼컴퓨터사용자그룹’을결성, 

슈퍼컴퓨터이용기술및성과에대한정보를교류하는장을제공하 다.  

며, 그 결과수많은논문들이해외저널에발표되는등의성과를가져왔다.  1990년 5월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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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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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되어있다.   

2 ) 연구전산망 개시

슈퍼컴퓨팅센터가 국가 컴퓨팅 자원 공동이용 센터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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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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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연구망 KREONet/HPCNet을 중심으로전국적인 네트워크활용 기반구축 및서비스에

적극기여해왔다. 

1988년 1월부터 교육연구전산망(KREONet) 사업을 개시한 SERI 슈퍼컴퓨터센터는

1988년 9월 88올림픽 네트워크를 구축.운 하 고, 93 대전엑스포 등 전산 시스템 및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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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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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X3, AS/XL V50과 함께 600여 대의 일반용 터미널과 100여 대의 교육용 터미널을 연결

하 다. 또한 1989년 1월에는초고속연구망.연구전산망 10개의지역망센터를서울,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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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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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6K~768Kbps 전송로를구축하 다. 1994년에는 3개의지역망센터를증설하 고, 지역

별백본전송속도도부산, 광주, 대구, 포항등 4개지역을업그레이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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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대산업으로하여연구전산망구축사업이발전할수있는확실한발판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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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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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다. 1993년에는 SERI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을 모체로 발족된 연구개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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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 협력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를 필요로 하는 모든 이용자들에게 데이터

김대중 민주당 대표 슈퍼컴퓨터센터 방문(1992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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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P Cluster로서주기억메모리가 16GB, 이론성능이 21.36 GFlops이다. 또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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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써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스템 SGI Onyx3400 Infinity Reality3를 도입하여

세계 수준의 슈퍼컴퓨팅응용연구기반환경을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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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을배분하는조정자로서의정책의변화를시도하 다. 그 전략의일환으로서핵심연구

과제에 대한 슈퍼컴퓨팅 자원 및 전문 기술의 집중 지원을 실시하기 위해‘전략적 자원 할

당제도시행계획’을확정하고 2000년 1월부터시행에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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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발굴을통해신기술신학문을개척하는계기가되었다.     

이렇게 KIST 전자계산실에서 출발한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1970년대 우리나라 정보

산업의 황무지 던 시기로부터 출발하여 40여 년 간 교육.행정.의료.국방.건설.과학기술

응용및시스템소프트웨어, 정보인프라, 네트워크인프라구축등과학기술및사회전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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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기술을지원함으로써기초과학및산업기술발전에많은기여를해왔으며, 일부분야

에서는세계적인수준의연구를수행하 다. 

주주요요 연연혁혁
1967년 6월 KIST 전자계산실발족

1988년10월 슈퍼컴퓨터 1호기(CRAY-2S) 가동

1993년 11월 슈퍼컴퓨터 2호기(CRAY C90) 가동

1999년 9월 슈퍼컴퓨터센터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로이관

4 ) 슈퍼컴퓨팅 파워 확장 MPP CRAY T3E 도입

1994년 슈퍼컴퓨터 2호기가 정상 가동됨에 따라 국내 65개 기관 1,000여 대의 컴퓨터 이

용자가연구전산망과연계하여미국.유럽.일본연구망을통한최신과학기술정보를활용하

고, 이로써 슈퍼컴퓨터 이용률이 1995년 2월 현재 85%로 급증, 성능 향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리하여 1997년 5월 병렬컴퓨터 CRAY T3E를 설치완료하고, 1997년 11월

13일 병렬 컴퓨터 가동식을 거행하 다. 병렬 컴퓨터 CRAY T3E는 프로세서가 128개,

성능이 115GFlops, 주기억 용량이 16GB이고 하드 디스크 용량이 240GB인 대규모

병렬처리시스템이다. 

1997년후반슈퍼컴퓨터2단계사업이종료되는시점에대비하여슈퍼컴퓨터3호기의도입

을추진하던중, IMF가터지고기관의이관문제가발생하여슈퍼컴퓨터 3호기도입이지연

되게 되었다. 따라서 슈퍼컴퓨터 2호기를 연장 가동하 으나 이용률이 90%를 상회하는 등

만성적적체상태로돌입하여슈퍼컴퓨터의수요공급이심각한불균형을이루게되었다. 이

에국내에서유일하게공동활용되고있는슈퍼컴퓨터의용량부족을잠정적으로해결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2호기 보조 기종을 도입하기로 하고, 1999년 12월 Compaq사 시스템 도

입을결정하 다. 

고성능전산망(HPCNet)도 15개 지역 16 지역망센터를축으로백본망, 초고속국가인터

넷망, 연구전산망으로 구성, 233개 전송기관을 포함하고, 해외망도 미국, 일본, 그리고 초

고속 인터넷 국가망(20Mbps UUNet) 등으로 국내 최고의 공동 활용 인프라로서 중요한

역할을수행하 다. 

5 ) SMP(Symmetric Multi-Processor) 시스템 도입

국가 재원 운용의 경제성을 도모하기 위해 초대형 시스템 도입 전략을 단계적 확충 방식으

로전환하여 5년의도입주기를 2~3년간격으로분산투자하는방식으로대처하 다. 

2000년 1월 말, Compaq사의 대칭형 다중프로세서(Symmetric Multi-Processor :

SMP) 시스템인 GS320, HPC320을 선정하 고, 5월에는 HPC320, HPC160을 설치, 7

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 고, 7월에 GS160을 설치, 9월에는 GS320으로 업그레이드하여

12월 중순부터서비스를제공하 다. GS320은 CPU 32, 주기억메모리 34GB, 이론 성능

이 46.8 GFlops의 SMP 시스템이고, HPC320은 CPU 32, 주기억메모리 32GB, 이론 성

능이 42.7 GFlops의 8노드 SMPCluster 시스템이다. 또한 HPC160은 CPU 16, 4노드

004과거기관수정  2006.8.9 10:36 PM  페이지73   mac31 150LINE



1962 KISTI HISTORY 2006 176175 과학기술 INFOSTORY

지금으로부터 18년전, 1988년 8월 19일. CRAY-2S 슈퍼컴퓨터가미국위스콘신 Chippewa

Falls CRAY 제조공장으로부터하늘을날아김포공항에도착했다. 흔들면떨어질세라조심조심,

특수제작된트럭에실려사이드카의호위를받으며홍릉KIST 전산기계실로옮겨지던CRAY-2S

의모습이아직도눈에선하다. 그도그럴것이하드웨어구입비만239억8,000만원(소프트웨어

포함323억200만원)이나되는고가의제품인데다, 그당시엔컴퓨터가흔들리면장애가발생한

다고해서CRAY사측기술자들도여간조심하는것이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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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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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12월6일홍릉KAIST 시스템공학센터(SERI)에서당시이상희과기처장관, 청와대경제비

서관홍성원박사등귀빈들을모시고첫가동식을치 다. 그리고6개월간의무료시범운 을거

친후, 본격가동에들어가국내대학, 국공립연구소, 기업체에공개되었고, 그동안슈퍼컴퓨터를

필요로하 던연구자들의갈증을해소시켜주기시작하 다. 

1980년대부터국내에도산업체, 연구소등에컴퓨터가많이도입되기시작했고, 한국사회전반에

컴퓨터마인드가어느정도확산됨과동시에정부에서도정보산업육성위원회등의조직을발족

시켜PC 산업육성을적극추진하고있었다. 

그리고1985년경에는이미미국, 일본등에100여대의슈퍼컴퓨터가설치되어메인프레임컴퓨

터로는감히엄두도못낼, 기상예보, 원자력안전성분석, 석유탐사등의연구에널리활용되고있

었다. 

‘우리나라에도슈퍼컴퓨터가한대라도있었으면......’이것을항상숙원사업으로생각하고계셨

던분이당시성기수시스템공학센터장이었다. 그래서센터의연구원들과함께1985년도부터슈퍼

컴퓨터도입을위한기초작업을하나씩진행시켜가고있었다. 

그하나가우리나라과학기술연구자들에게슈퍼컴퓨터를사용할수있는기회를제공해주

는 일이었다. 그래서 1985년 7월부터 일본의 CRC(Central Research Center)와 협약을 체결하고

KAIST 시스템공학센터의해외망을이용하여CRC에설치되어있는CRAY X-MP를저렴한가격으

로연구목적에사용할수있도록국내연구자들에게길을열어주었다. 그리고1986년안문석교수(현

고려대부총장)에게경제학적인관점에서국내슈퍼컴퓨터도입의타당성분석을의뢰한결과, 학계,

연구소및산업계가공동활용할수있는최소1대의슈퍼컴퓨터가필요하다는연구결과를도출할수

있었다. 

때마침, 우리나라는1985년부터무역흑자가발생해1987년에는대미흑자만도99억달러에이르게되

었다. 그 기회를 포착하여 시스템공학센터는 마침내 거금 2,600만 달러라는 예산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 다. 

그뒤로슈퍼컴퓨터를도입하기위한준비가착착진행되었다. 우선, 기종선정및도입을담당할도입

추진위원회와자문위원회등이구성되었고, 곧이어실무위원회가제안요청서(RFP)를작성하여슈퍼

컴퓨터공급업체에발송했다. 그리고1987년 10월, 크레이리서치(CRAY Research)사의CRAY-2S

와CDC(Control Data Corporation)사의ETA-10이입찰을제안해왔다. 

당시발표된하드웨어성능으로만보면, ETA-10이CRAY-2S 보다훨씬우월하 다. 그러나벤치마

크테스트를위해미국에가보니ETA-10은플로리다주립대에단한대를설치하고, 6개월이지났는

데도계속시험운 중인상태 다. 알고보니ETA-10은운 체제EOS(UNIX System V 기반)가아

직미완성단계에있었고, 프로그램수행도아주번거로운과정을거치는poor quality 다. 뿐만아니

라언어도포트란, C, Cyber205의assembly 언어밖에사용할수없고, 응용소프트웨어도거의갖추

고있지않은상태 다. 반면CRAY-2S는응용소프트웨어패키지도상당량확보하고있고, 당시다

른곳에서이미성공적으로사용되고있는안정된시스템이었다. 시스템의안정성과도입즉시활용

해야하는응용소프트웨어의가능성, 그리고고객서비스측면에서도CRAY사의제품이우수하다

고판단해결국국내최초의슈퍼컴퓨터는CRAY-2S로결정되었다.   

연구원은CRAY-2S 슈퍼컴퓨터의활용을극대화하기위해많은대학들, 연구소, 산업계등슈퍼컴퓨

터를필요로하는사용자들을위한제반지원책도적극적으로지원했다. 그리하여기상예보, 석유탐

사, 상지도 제작, 자동차설계, 항공기부품설계, 신약 개발, 원자력안전성분석등의연구에

서슈퍼컴퓨터1호기는매우지대한 향을끼쳤다.

1998년CRAY-2S의2GFlops급성능에서출발한우리나라의슈퍼컴퓨터는이제 150GFlops 급슈퍼

컴퓨터4호기의도입을앞두고있다. 지금의이성과가18년동안우리연구원이수많은역경을딛고

노력을경주한결과라고생각하면가슴이뜨겁다. 그리고가끔생각한다. ‘그때만일우리가세인의

반대를무릅쓰고슈퍼컴퓨터도입을강행하지않았더라면, 또정부에서지원을해주지않았더라

면, 과연지금처럼우리나라가첨단과학기술강국이되어있었을까?’하고말이다.

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11호호기기
첫첫만만남남의의회회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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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4과거기관수정  2006.8.9 10:37 PM  페이지75   mac31 150LINE



1962 KISTI HISTORY 2006과학기술 INFOSTORY

‘연구전산망구축사업’은국가5대기간전산망사업의하나인교육연구망사업의일환으로1988

년부터당시과학기술처가주관기관, 우리연구원(당시K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이전담사업기

관으로지정되어추진한사업이다.

국내대학및연구소그리고공공기관을대상으로국내모든연구인력에게컴퓨팅리소스, 네트워

킹정보, 데이터베이스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연구개발의생산성을향상시켜국가과학기술의선

진화를달성하기위한국가주도의프로젝트 다.  1980년대초반정부는작고효율정인정부의필

요성을느끼고, 관련부처및기관그리고전문가들과의협의를거쳐정보화사회의기반조성등을

슬로건으로한‘국가5대기간전산망구축프로젝트’의청사진을그려놓고있었다. 국가5대기간

전산망구축에는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망, 보안망이포함돼있었으며, 단

순한망구축을넘어서국산주전산기및서비스개발도포함하는종합적프로젝트 다. 5개분야

의전산망구축사업중에우리연구원이교육연구망구축사업을맡은것은특히1970년대초부터

데이터통신및컴퓨터네트워크분야서비스에서는우리나라초기정보통신의역사자체라고할

만큼많은기술과경험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었다. 국가기간망사업을기획했던청와대는당시

전산망조정위원회를만들어수도꼭지만틀면언제든지가정에서수돗물을사용할수있듯이, 대학

및연구기관의학생, 교수, 연구원들이필요로하는정보자원을자유롭게활용하여국가과학기술

분야의선진화를이끌어내겠다는의욕을불태웠다. 

하지만과기처과제로수행한‘교육연구망세부실천계획수립’을단기간에수행해야했던연구원들

은하루하루피말리는시간과의싸움을치러야했고, 예산확보의어려움등이중삼중의고통을받

아야했다.  그당시핵심멤버 던임채호, 한근희연구원과함께수십차례넘는과기처회의에참

석하고, 사무실책상이나소파에서새우잠을청한일이한두번이아니었다. 

또한과기처주도의대덕연구단지광케이블망구축사업이어려워지자시간이지체됐고, 이문제가

풀리자마자또다른난관이닥쳐왔다. 연구전산망구축사업계획이공식적으로통과되려는시

점에서기획예산처가‘89년도연구전산망구축사업예산’을‘제로’로처리했던것이다. 그야말로

산넘어산이었다. 그러나기획예산처와과기처에상주해20일이상을설득한다음에야극적으로

예산을확보할수있었고본격적인사업추진이시작되었다. 이런우여곡절끝에1988년9월, 정부

지원으로국내최초의슈퍼컴퓨터인Cray2S 4/128이홍릉KIST에설치되었는데, 1988년초에주

관기관으로선정되고불과몇개월사이에수많은일들을겪은터라감회가새로울수밖에없었다. 

일단사업에필요한슈퍼컴이들어오고연구원들도진 을갖추자성기수(당시KIST 부설시스템

공학센터소장) 박사의총괄지휘아래세부실천계획에들어갔다. 

이후국가연구전산망(Korea Research Environment Open Network : KREONET)이 정식으로

개통되고전국의연구자들을네트워킹하여하나로연결하는시대가도래한것이다. 우리나라연구

전산망은국내최초의인터넷워크숍(1990년), 1991년연구전산망실무자협의회(KREOET-TG)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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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R), 그리고미국(1991), 유럽(1993), 일본(1995)과의국내최초국가간국제게이트웨이연동을통

해우리나라인터넷발전을한가운데서선도해왔다.

연구전산망사업은1990년대중반이후한때주관부처및전담사업기관이바뀌고그에따라정책

이일관되게추진되지못하면서국내외환경변화와발전추세에빠르게대응하지못하고정체되기

도하 다. 그러나1999년재결합된KORDIC 슈퍼컴퓨팅센터의첨단자원과보강된전문인력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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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Light와연동한첨단고성능연구망KREONet 2를탄생시키며재도약의발판을마련했다. 그

리고최근몇년동안은광람다기반국내외10기가급백본망과국가e-Science/Grid 사업과연

계하여세계최초의환형(Ring) 광네트워킹인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의핵심멤버참

여등을통해, 세계수준의과학기술협업연구망을구축하여우리나라가인터넷강국은물론, 첨단

과학기술연구망강국으로도약할수있는중요한발판을마련했다.

국가지식정보인프라구축의한가운데있는우리KISTI가정부와함께세계수준의고성능과학기

술연구망구축에더욱박차를가하여우리나라첨단과학기술인프라를선도하고, 이를통해국가과

학기술경쟁력제고에선봉장역할을계속수행할수있도록, 더욱커진국내연구망커뮤니티와함

께우리모두열정과사명감을가지고진력할것을다시한번다짐하는바이다.

국국가가연연구구전전산산망망((KKRREEOONNEETT))의의
태태동동

/ 변옥환 팀장, 연구망개발팀
ohbyeo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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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KKIISSTTII 태태동동은은 시시대대적적,, 국국가가적적 요요구구

1 ) 급변하는 세계 과학기술계 패러다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새로운 발상들이 하나의 시대정신으

로 표방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더불어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에 대

한 관심도 높아지기 시작하 다. 그간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국가 차원에서의 일관성 있는

‘정보화’가 요구되었으나 그 발전 속도 및 국가적 지원이 미약하 고, 또한 새롭게 등장하

는 관련 기관들이 각기 저마다의 정보화를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런 시점에서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 유통의 총괄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중앙정보센터의 필요성이

대두되기시작하 다.

우리나라가 짧은 산업화 역사 속에서‘압축성장’으로 일컬어지는 고도성장을 지속시킬

수있었던것은, 고속도로, 철도등의산업인프라를조기에구축해야겠다는혜안이있었기

때문이었고, 이와 마찬가지로 지식정보화 시대의 핵심은 지식정보인프라를 조기에 구축하

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시의 현실을 볼 때, 상대적으로 첨단화된 환경을 갖추고 있다는 출

연연구소 및 이공계 대학에서조차 연구 활동에 필수적인 정보의 DB화 및 종합적 정보검색

시스템 등 지식정보인프라가 제대로 구축되어 있지 못해 연구 활동의 많은 노력이 정보수

집에투입되고있었다. 이로인해사실상창의적연구를수행하는것이불가능했다.

이러한현상은기관간정보시스템의연계가부족하고, 연구개발활동으로생성된데이터

가 곧바로 정보로 전환되지 못하고 사장되는 데 기인한다. 결국 좋은 연구결과물이 생산되

었다 하더라도 해당 역의 연구 성과에만 그치고, 전체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보면 별다

른시너지를얻지못하고사장되기도한다. 또, 중복되거나유사한연구가있는지를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동일한 연구에 국가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등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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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우리나라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의 미비는 투자의 부족에 원인이 있다기보다는

지식정보인프라구축에관한정책부재에서비롯된다고할수있다. 이로인한시스템간의

호환성, 연계성부족은결국정보의효과를더욱현저하게저하시키고, 이로인해손실되는

정보는엄청난액수가될것이다.

새로운 국가과학기술 정보유통 체제는 이러한 단절성을 극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하는

데, 그 해결책은 바로 분산된 정보를 통합.공유하는 데 있다. 정보가 생성되거나 정보활동

이 이루어진 곳에서의 생생한 현장정보는 시스템 통합기술을 통해 상호 호환 및 공동 활용

이실현되어야한다. 이를위해서각기관별.산업별.지역별로추진해온분산적이고독점적

이었던정보자원관리체제는과학기술통합정보관리체제로전환되어야할것이다.

다시말해,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는국가차원에서의정보제공과기술정보, 연구과제정

보 및 첨단과학기술정보 등을 국가 경쟁력의 가시화 단계로 어떻게 통합하는가에 따라 그

활동의성패가달려있다고할수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실험수치, 통계정보 등 사실정보

(Fact DB)의 생산 및 멀티미디어 정보 수요에 적극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이제 우리나라

도고성능컴퓨팅파워를효율적으로활용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를3차원정보의형태로수

집.저장.검색.분석.서비스할 수 있는 첨단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2 ) KISTI의 필요성 대두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는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산업기

술정보유통을담당해온핵심기관으로, 양 기관이통합됨으로써국가의과학기술정보화를

선도할새로운원동력을가동할수있게되었다. 양 기관의통합은단순한구조조정차원에

서의 출연연구기관 간 기능 통합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20세기 후반부터 불

붙기 시작한 뇌과학.유전학.신물질.에너지.환경 분야 등의 새로운 첨단과학기술은 고성능

지식정보인프라를필요로하고있었다.  

새로 출범할 정보센터는 자료를 검색하거나 서비스하는 수준에서 탈피하여, 심층화된 기

술을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기관으로 거듭나야 했으며, 분산된 정보

를통합.제공하는등과학기술체제의혁신을수행할수있어야했다. 

그 일례로, 우리나라가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초기부터 벤치마킹해 왔던 일본 과학기술진

흥기구(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 JST)의경우, 40여년간정보유통사업

제1장
지식정보사회를이끌어갈
첨단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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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미미래래를를 위위한한 확확실실한한 선선택택,, ‘‘통통합합’’

1 ) KINITI와 KORDIC의 통합

1999년 5월 KORDIC이 KAIST 부설에서 독립하면서 인원과 시설 면에서 상대적으로 미

약하 던 기관의 기능 재정비를 위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의 슈퍼컴퓨터 설치 이관

유치 경쟁에 참여하 다. 1999년 10월 KAIST, 서울대, 한국전산원 등의 경쟁기관을 제치

고 ETRI로부터슈퍼컴퓨터센터의기능, 사업, 인력, 예산및시설등을포괄적으로이관받

게된다. 

당시 슈퍼컴퓨터센터 유치경쟁에서의 KORDIC의 접근 논리는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 생

산 (슈퍼컴퓨터), 운송(연구전산망), 유통(과학기술정보)기능을 통합 운 함으로써 국가 과

학기술 연구개발 인프라를 입체적으로 고도화하고 신지식 창출능력을 극대화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시스템적인 관점은 당시 통합 대상 기관이었던

ETRI 슈퍼컴퓨터센터직원들의호응을받았으며, 이는향후

양 기관의 통합을 조속하고 원만하게 해결하는 밑거름이 되

었다. 당시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은 무역, 특허, 산업 및

기술정보에 있어 총 370만 건의 DB를 구축한 특화 기관으

로, 1999년 산자부 산하에서 공공기술연구회 산하로 소속이

변경된상태 다. 

한편 KORDIC은 1999년 과기부 산하에서 공공기술연구회

산하로 독립하 으며, 총 550만 건의 과학기술정보 DB를

구축하고 슈퍼컴퓨터 및 연구망을 운 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 특화 기관이었다. 양 기관은 1999년 5월 함께 국무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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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컴을 활용, 아이디어를 창출할 수 있는 심층정보생산능력을 키워야 할 것이며, 네트워크

확장을 통해 정보전송능력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네트워크의 고도화를 통하여 전송품질을

제고시켜야할것이다. 

21세기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분산통합 정보유통체제의 구

축, 과학기술전용망기반의시스템적연계체제구축, 대용량.심층정보의생성.활용을위한

국가차원의컴퓨팅파워활용체제구축이라고하는 3가지의키워드로집약되는제반인프

라구축이필요하다고할수있다. 

이 주업무 으나 연구망과 슈퍼컴퓨팅 기능을 도입함으로써 정보, 슈퍼컴퓨팅, 망 중심의

지식정보인프라 구축 체제로 방향을 선회, 명실 공히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인프라를 제공

하는기관으로자리잡았다.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인프라구축 제공 기관이필요한 이유는 또있었다. 두 기관의통합

당시 제기되었던 지식의 누수 현상(연구활동의 40% 정도)이 그것이었는데, 기관 간 정보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한 기관에서 좋은 연구결과물을 생산해도 사장되거나, 다른 기관

에서 동일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또다시 국가 예산을 투입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개발 지원 시스템 측면에서도 신기술 개발을 위한 고성능 슈퍼컴퓨

팅파워에대한요구가증대되고있었다. 

결국 급변하는 지식정보 사회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서는 정보유통기관이 단순히 과학기술정보를 전송.서비스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수집된

정보를 토대로 첨단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등 지식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관으로 거듭나는

것이절실했다.

따라서새롭게선보일통합정보기관은분산된정보를통합.서비스하는것은물론이고, 과

학기술 전용망과의 연계체제를 구축하고 아울러 대용량 심층 정보를 생성.활용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컴퓨팅 파워 활용체제 등 3박자를 고루 갖출 것이 요구되었고, 이러한 수요에

의해대략적인통합기관KISTI의모습이그려지기시작했다.

3 ) 새로운 조직을 위하여

앞서기술한바와같이, 정보유통의거점은단순히정보를전송하고이용하는장소일뿐아

니라, 정보를 수집.처리.재생.가공함으로써 정보에 부가가치 및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함

으로써 정보 서비스를 생산.제공하는 지식정보의 생산 공장이 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제

기되었고, 이에따라KISTI라는새로운조직에그역할과기능이부여되었다. 

이러한 국가 차원의 지식생산 공장을 운 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지식정보 시스템, 고성

능컴퓨팅파워뿐만아니라이를상호연계할수있는과학기술전용망이필수적이다. 정보

인프라간연계성이확보된새로운국가지식정보인프라를통하여궁극적으로는모든국가

연구개발 프로세스 상에서 일어나는 활동을 정보흐름으로 정확하게 반 , 완벽한‘정보공

유환경’을만들어야한다. 

정보공유환경이확대되고, 기술적인차원에서공유가능한데이터베이스를통해정보인

프라간연계가정착되면비로소국가차원의‘정보통합환경’이구축될것이다. 그리고슈
KORDIC-ETRI 

슈퍼컴퓨터센터 통합 시 기능연계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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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실 공공기술연구회 산하로 소속이 변경되면서 기관 간 기능조정문제가 대두되었다.

2000년 2월 공공기술연구회는 두 기관을 통합.운 함으로써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을

절감할수 있고 시너지 효과를낼 수 있다는의견을 모아 양 기관통합을 결정하 다. 이어

2000년 7월 10일에는 KINITI와 KORDIC의 통합에 있어 통합추진위원회에서 결의한 바

있는 통합 주체기관(흡수기관)을 결정하기로 하 으며, 통합추진위원회 및 이사회의 결정

으로 KINITI와 KORDIC 양 기관을 통합,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 설립할

것을결정하 다.

당시논의과정중에슈퍼컴퓨터센터의재분리안이검토되었으나최종적으로는통합기관

의직속센터로임무를수행케하고, 국가차원의공공성을확보하기위해센터장의임면사

항을연구회이사회에보고하게하는수준에서매듭지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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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본원과 분원

2001년 1월 KINITI와 KORDIC 양 기관통합기관의출범은공공기술연구회출범이후최

초의 기관 대 기관 통합으로, 상호보완적인 측면에서 기능을 통합하고 재정립함으로써 통

합초기의부작용을최소화하는데주안점을두었다. 

당시 양 기관 통합의 당위성은 과학기술정보와 산업정보의 시스템적인 연계활용에 있었

으며, 본원(대전 : 주사업장의주소지)과분원(서울)을지역적특성에맞게기술실용화센터

와 지식 인프라 센터로 특화 및 연계활용체제를 구축한다는 것이었다. 본원과 분원의 분리

운 은당시수도권공공기관이전과연계하여계획추진된것으로, 이는결과적으로양기

관의 통합 이후 불과 몇 년 지나지 않아 실행되었던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공공기관이전계획에서KISTI가제외되는계기가되기도하 다. 

한편기존의 12개지역정보센터는정보.슈퍼컴망의지역차원의통합인프라센터로서기

존양기관의체제를통합, 재구성하여운 하기로하 다. 이러한기능정립(안)은당시통

합추진위원들의많은호응을받았으며, 향후양기관통합운 에있어직원들의의사개진

및합의도출에밑바탕이되었다.

3 ) 난관은 극복을 위해 존재한다

2001년 통합후부서단위의책임운 제실시및목표관리제도의시행등을통해직원들에

게사업에대한동기부여를하 다. 이와더불어과감한포상제도및해외연구교육등의시

행을통해통합기관을안정화시키기위한강력한사기앙양정책을추진하 다.

특히엄격한평가시스템적용을통해인센티브적용을확대하 으며기관운 목표와경

목표 수립 과정에서 직원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합의를 통해 지원 서비스에 대한

원가개념을 정착시켰다. 이를 통해 노사 간 상쟁의 협상을 상생의 협상으로 전환하 으며,

임금인상등의문제는투명경 과원가개념도입등새로운기관문화형성으로통합에따

른쟁점의소지를약화시켰다. 

한편, 새로운 기관 출범 과정에 있어 노사 간의 신뢰형성에 통합기관장의 역할이 결정적

이었다. 공약에서 제시한 대로 완전한 기관통합을 위한 단계적인 조정을 추진하는데 먼저

재무상태 실사 후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원을 공동 활용토록 하 으며, 상호 기능의 보완체

제로직원들의경쟁력과생산성향상을추진하 다. 

또한 기능에 맞는 외부수탁과제 확보로 잉여인력을 흡수하고 재원을 확보토록 하 으며, 

KINITI-KORDIC 통합 시 기능연계 개념도

2. 슈퍼컴퓨터 운
- 슈퍼컴 운 및 지원
- 첨단 멀티미디어 DB 구축

4. 정보유통 시스템 연구개발
- 정보유통기술연구
- 정보연계 시스템개발

1.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
- 정보수집 및 DB 구축
- 정보서비스

3. 연구전산망 운
- 국내 초고속 연구망 운 .지원

및 해외망 연동

통합추진위원회가정의한새로운통합기관의기능은다음과같았다. 

기술정보분야 (KORDIC) 산업정보분야 (KINITI)

수요자(산.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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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가 높은 정보서비스를 위해 품질 향상을 통한 유료 서비스 실시로 수익을 확대하

고 연구소의 경쟁력을 확대함으로써 책임경 과 재정적 자립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다.

4 ) 구조조정, 하지만 모두가 win-win했다

통합기관이물리적통합을뛰어넘어화학적결합을이루기위해서는무엇보다도기존의사

업들이시스템적인연계를맺고중복부문의통합운 과개인및조직간특성을상호보완

할 수 있도록 업무를 재정의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때 가장 민감한 부분이 중복 부문과 잉

여인력에대한기회의통로를확대하는것이었다.

이를 위해, 2001년 7부 1센터 4지역본부 12지원 8과인 거대한 통합 조직을 1분원 4부 3

센터 3지원 6과로 유사조직을 통폐합함으로써 약 30%의 조직 슬림화를 달성했다. 특히,

전국각지에흩어져있는 4개지역본부 12개지원을부산, 대구, 광주의권역별 3개지원만

잔존시키고축소하 다. 이러한조정을통한잉여인력에대해서는국가수탁외부용역과제

수행에필요한인력수요에이인원을선배정함으로써부가가치를제고하고잉여인력문제

를해결했다. 이로써구조조정이곧인력퇴출이아님을실질적으로실현하 고, 이를통해

노사관계가상쟁의협상에서상생의협력중심으로전환되었다. 

한편, 연구사업 부문에서는 기관 통합 전 8개 과제, 22개 소과제가 있었던 것을 유사.중

복 사업의 통합을 통해 비핵심사업(지역정보화 사업)은 중단하고 통합 기관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1차조정을통해 7개대과제를선정하 다. 이어기관중장기발전계획및 21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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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Value 사업신규추진등의 2차조정을통해 5개대과제를선정.추진하 다. 

비핵심업무인 Network 운 , 슈퍼컴퓨팅 시설, DB 입력, 전산장비 유지보수, 문헌정보

서비스, 지역정보센터운 업무를과감하게아웃소싱및전직지원서비스(Outplacement

Service)를 실시함으로써 전체 직원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60여 명의 자발적인 퇴직 신청

을받았다. 또한, 스핀오프(Spin-off)된 회사에서는 3년간기존연봉보장과자매기관으로

서의 대우를 인정토록 하여‘구조조정은 곧 실직’이라는 당시의 사회적 통념을 깨고 모두

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 다. 이러한 구성원 모두의 각고의 노력과 희생으로 만

년 최하위 기관평가를 받았던 두 기관은 통합 1년 만인 2002년 공공기술연구회 연구기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통합기관인 KISTI의 노력이 인정

받기시작하 다. 

5 ) 통합노조의 탄생

통합이전 KINITI와 KORDIC은 상호경쟁관계에있었으며, 각종제도와조직문화도상이

했다. 이로 인해 통합 직후인 2001년에는 복수노조문제, 임금격차, 직종 및 직급 분류 차

이, 퇴직적립금 충당, 통합기관 조직개편 시행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현안문제와 미결된

경 혁신과제들이산적해있었다. 이러한갈등구조는노동조합가입비율에서도쉽게확인

할수있었다. 

KINITI의 경우, 1999년도 73%에서 2000년 94.9%로, KORDIC은 1999년도 12%에서

2000년 69%로, 노조 가입률이 대폭 증가되었다. 이는 두 기관 통합을 계기로 각기 다른

노조가 경쟁적으로 노동조합 가입 비율을 높인 것으로, 통합된 두 기관이 화합과 동질성을

확보하여 경 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강구하

고 신노사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시급했다. 이는 비단 경 진뿐만 아니라 노조구성원들

대부분의바람이기도했다. 

2002년 9월 5일, 양 노조간부들이‘KISTI 대전.서울노조통합추진위원회’를구성하고

처음으로 머리를 맞대고 본격적으로 통합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이후 몇 차례의 실무회

의를 거쳐 2003년 4월 18일에는 노조통합안을 만들었고, 8월 조합원 투표를 거쳐 마침내

그해 9월 KISTI 통합노조가 출범하 다. 제1기 통합노조(박종규 현 분회장)의 출범은 두

기관의 통합이 물리적 결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 간의 화학적 결합을 의미하

는 뜻 깊은 일이었고, 이를 통해 각종 현안문제와 경 혁신문제들을 효율적으로 해결해 나

갈수있는기반이마련되었다. 

조조직직슬슬림림화화

본본원원--분분원원 간간 기기능능조조정정에에 따따른른 인인력력재재배배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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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새새로로운운 기기관관 정정체체성성의의 수수립립

1 ) 출연연 최초의 BI, ‘yesKiSTi’

KISTI가 기관 통합과 최고의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이라는 외형적인 변화를 거듭해 나가는

동안 과학기술 환경에서도‘고객중심’이라는 새로운 캐치프레이즈가 대두되기 시작했다.

기존의 정보 수요자들은 공간이나 비용의 한계로 인해 정보 수집에 대한 요구가 다양하지

못했던 반면, 인터넷이라는 수단으로 인해 비용이나 공간의 한계가 극복되면서 지금의 수

요자들은 좀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신속하게 정확한 정보를 얻고자 한다. 그러나, KISTI

는 그간 정보의 규모와 양에 치중한 나머지 수요자들이 진정 필요로 하는‘needs’엔 아직

눈을돌리지못하고있었다.

KISTI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2003년까지 기관 통합으로 인한 여러 가지 난관을 정비

하고, 시대적 요구에 부응한 질적.내면적 혁신을 시작하 다. 그 하나로 기관 정체성 확립

과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한다는 목표를 설정했다. 대부분의 공공부문에 있어서 기

관장및몇몇사람의경 진에의해서변화와혁신이주도되어왔고, 그 결과혁신의효과성

과 지속성이 확보되지 못했던 전례를 밟지 않기 위해 고심했다. KISTI만의 정체성과 혁신

의 방안으로‘yesKiSTi’를 선포하 고, 전 직원 공모를 통해 채택된‘yesKiSTi’는 그간

출연연구기관이라는위치에안주해있던직원들의마인드를변화시키기시작한다. 

‘Young, Efficient, Systematic’, 즉 젊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를제공하겠다는의미를담고있는 KISTI의 브랜드네임은 40여 년간고착화된관념을깨

고 대국민 지식정보 서비스 전문기관으로 재도약하겠다는 KISTI 전 직원의 굳은 의지를

모은 결과다. 역동적으로 고객에게 다가가기 위한 마음가짐, 그 마음이 바로‘yesKiSTi’

인것이다.

‘yesKiSTi’선포는 단지 구호만의 변화가 아니었다. ‘고객 중심’이란 개념에 눈뜨기 시

작하면서가장먼저변화된모습은출연연최초로마케팅전담부서인정책마케팅부를신설

한것이다. ‘고객으로부터배우자’라는자세에서변화의발걸음은시작되었다. 홈페이지를

이용한고객서비스센터의운용, 업무실명제등의도입은고객의신뢰를얻기위한밑거름

이되었으며, 그동안개별적으로흩어졌던 KISTI 내 사이트를 www. yeskisti.net로 통합

운용함으로써, 분석, 동향, 문헌, 특허, 인력, 연구보고서 등 과학.산업기술에 관한 약

4600만건의방대한정보를One-click으로얻을수있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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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제2의 도약을 위하여

통합 후 비핵심사업 아웃소싱 등 인력 구조조정으로 247명으로까지 감소했던 인원도

2006년현재 333명으로증가하 고, 기본사업비도 313억원에서 477억원으로무려 1.5배

가 증가하 다. 또한 정부수탁사업비도 2001년 106억원에서 2006년에는 280여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처럼 기관 통합 초기에 외형적.조직적 발전을 이루었다면, 2006년에는

이러한성과를바탕으로시대의변화에발맞추어‘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구축을통한과학

기술 혁신 중추기관’이라는 비전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에 서 있다.

새로운비전달성을위해, 연구사업수행에있어서는선택과집중을통해 2005년 6개 대

과제 던기관고유사업을 2006년 3개로축소하 으며, 슈퍼컴퓨팅센터, 지식정보센터, 정

보분석센터, 성과확산센터를 통해 기관 고유기능을 수행토록 하고, 정책연구실을 독립 부

서로전환하여새로운미래발전전략수립에전념토록하 다.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NTIS) 구축 사업’과‘국가 e-Science 구축 사

업’, 그리고, 2004년 8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결정으로 KAIST로부터 이관된‘국가과

학기술전자도서관(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 NDSL)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NTIS사업단, e-Science사업단, NDSL 사업단을신설함으로써전문연구사업단체제

로전환하기위해대비하고, 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구축의중추기관으로서의기반을다졌다. 

이러한조직개편의효과를증대시키기위해조직을전면팀제로전환하여의사소통및효

율성 증대를 꾀하 고, 능동적이고 활동적인 조직으로의 개편을 위해 과감히 주요 보직에

대한‘공모제’를 실시하 다. 이러한 KISTI의 노력은 2005년 다시 한 번 공공기술연구회

연구기관평가에서우수기관으로선정되는결실을맺기도하 다. 

기관 통합 만 5년 동안 참으로 많은 난관과 위기가 있었지만 모든 KISTI人은 그때마다

힘을 합쳤고 머리를 맞대어 위기를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삼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KISTI

가 가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자산을 통해 앞으로도 KISTI는‘사이버인프라스트럭쳐 구

축을통한과학기술혁신중추기관’으로의발전을모색하는데진력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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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공공기술연구회기관평가가시작된후우리연구원은연속꼴찌의늪에서벗어나지

못하고있었다. 계속해서저조한평가를받자KISTI 구성원들은의욕을상실했고, 기관평가보다는

기관자체의존립여부가근원적으로재검토되어야한다는위기감이팽배해있었다.

그러나위기는곧기회라고했던가! 전직원들은기관평가에서승리하지않고는살아남을수없다

는공감대를형성했고, 오히려이런분위기를활용해외부변화에따라가지못했던과거를반성하

고, 새롭게자기를혁신해KISTI를역동적인조직으로탈바꿈시켜보자는의견들을내기시작했다.

우선기관평가에대한이해가필요하겠다는판단하에전구성원을대상으로기관평가교육을실시

했다. 그리고연속 1위를기록한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벤치마킹하기로결정하고철저한분석에

들어갔다. 그과정에서정책과표준및평가업무를전담할부서가필요함을느끼고지식정보인프

라연구부를신설해기관평가전쟁의전초기지를마련했다. 전장의최전방에설부서니만큼지식정

보인프라연구부에는당시최고의엘리트 던문 호, 원동규, 서태설, 윤종민, 배국진, 이윤석, 이

준 , 정용일, 이형진등유능한연구원들을포진시켰다. 그러나통합첫해인2001년도의기관평가

전쟁에서우리는또다시최하위라는패배의쓴잔을마셔야만했다. 솔직히2001년에는산업기술

정보원(KINITI)과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라는상이한두기관을조화롭게통합하는데에집

중했던게사실이었다. 그러나그렇다고연구사업을소홀히한것도아니었고, 성과가적었던것도

아닌데최하위등급평가를받았다는것은억울한일이었다. 직원들역시허탈감과자괴감에빠져

들었다.          

그즈음2002년4월2일, 공공기술연구회박병권이사장님이KISTI를방문했다. 분위기는매우침

울하고긴장돼있었다. KISTI 간부들은이구동성으로“통합에따르는뼈를깎는아픔에도불구

하고최선을다했는데, 최하위평가를받은것은억울하다”는의견을토로했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패배의 슬픔에 젖어있을 수만은 없었다. 우리는 새로운 마음으로 통합기관

2차년도기관평가를준비했다. 목표는2002년도기관평가1위. 만년꼴찌가하루아침에1위로

올라서는기적을만들어보자는것이었다. 이때부터우리는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이라는단어를포

기했다. 퇴근시간역시새벽3시를넘는게태반이었다.  

그런데엎친데덮친격으로‘KISTI 경 진단’이라는폭풍우까지몰려왔다. KISTI의구조적인문제

점을정 하게파악해객관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겠다는공공기술연구회의강력한의지 다. KISTI

경 진단사업은사업수행의객관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별도의경 진단위원회를구성하여위원장

과분과장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 KISTI와연구회가공동간사역할을수행하기로했다. 우리는

경 진단을잘받아야기관평가도잘받을수있을것이라는판단하에경 진단과기관평가를똑같

은비중을두고대응하기로했다.

우선2001년7월, 우리는기관평가관리위원회를만들었다. 끊임없는모니터링으로세부사항을주별

로평가하는것은물론, 우리기관의특성을고려해고안된목표관리체제(KMBO)를적용해사업성과

의점검과철저한관리를시작했다. 그리고전투상의약점이발견되면지체없이해결했다. 경 진

단을대비한각종자료역시철저하게준비했다.

그리고2002년말경 진단결과, ‘KISTI는강력한경 혁신을통해안정적연구분위기를이뤄냈고,

이를위해임직원모두가노력하고있다’는매우긍정적인평가를받게됐다. 참으로가슴뿌듯한일

이었고, 이를통해우리는기관평가역시멋지게해낼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됐다.

이런가운데2003년새해가시작됐다. 1년동안연구원의전력을쏟아부은최종보고서를마무리하

고, 드디어1월30일연구회에제출했다. 수없이많은날, 뜬눈으로날밤을새우며혼신의노력을기

울인보고서 다. 마지막준비도철저하게진행했다. 1월17일있을평가단Lab Tour 및2월21일공

개설명회를위해공개발표시나리오와예상질의응답답안을작성하고실전과똑같은예행연습을

반복했다. 또 2003년 2월 10일에는 한국기술혁신학회와 공동으로 서울분원에서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포럼을개최해우리기관의사업을홍보했다. 이포럼이평가위원과언론의관심을끌

어내는데성공하자우리는점점자신감을갖게됐다. 그리고2월20일, 용인현대인재개발원에서공

개설명회를가졌다. 공개설명회후에는각종보완자료를작성하느라고또다시남은땀을모조리쏟

아냈다. 이제결과를기다리는일만남았다. 

마침내2003년4월. 기관통합1년만에KISTI는과학기술분야지식정보인프라구축기관으로자리를

굳히며공공기술연구회기관평가1위에당당히올라섰다. 이것은분명히기적이었다. 필자도놀라고,

직원들도놀라고, 외부에서도경이로운시선을보냈다. KISTI는존폐를논할기관이아니라국가과

학기술발전의 터전을 만드는 필수적 연구기관이라는 것이 과학기술계 전체에 공표된 것이었다.

기관의존폐위기를극복하기위한전직원들의필사적인노력에고마움의눈물이앞섰다. 2003년의

봄, 기관평가1위. 그역사적순간은전KISTI 인들이주인공인역전의드라마 다.

기기관관평평가가11위위,, 

그그감감동동의의순순간간
/ 이정희 책임연구원, 슈퍼컴퓨팅사업팀

jhlee@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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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정정보보자자원원 개개발발 및및 유유통통

정보유통사업은아날로그및디지털정보의수집.가공.처리.서비스를유기적으로시스템화

하고, 끊김 없는(Seamless)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KISTI는 국가 R&D 인프라구현에있어최우선과제인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구현을위

해 국가 차원에서 핵심 과학기술 정보자원을 개발하고 아카이빙하고 있다. 또한 국내외 정

보협력과 로벌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보자원의 통합 연계를 위한 정보 유통체

계를구축함으로써정보가용성극대화및원문제공을위한기반을구축하고있다.

1 ) 사업 개요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은 정보의 수집.조직.분석.관리.보급.전파를 포함하는, 정보유통 시

스템전반에걸친방대한사업이다. 오늘날과학기술이급속히발전하고이에따라사회환

경 또한 빠르게 변화되어 정보유통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과학기술

분야가 더욱 다양화, 전문화, 세분화, 심층화됨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정보는 기하급수적으

로 생산되고 있으나, 이용자들이 정작 필요로 하는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입수하기란 더

욱 어려워진 실정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가 차원의 종

합적인 정보관리와 체계적인 정보유통체제 구축에 대한

필요성이대두되고있다.

정보유통사업은 아날로그 및 디지털 정보의 수집.가공.

처리.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시스템화하고 끊김 없는

(Seamless)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구현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이다.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과 정보기술

의 발달로 정보서비스 채널이 다양화.전문화되고 있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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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들을통합.관리함으로써고객지향적인과학기술정보 포털 서비스 체제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수적이다. 그리고 웹 기술을 이용하여 고객 응대와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고도화함

으로써고객만족도를제고하고핵심고객화를위한마케팅전략에역량을집중시켜야한다. 

한국은정보수입국으로해외정보에대한의존도가매우높은반면, 정보의보유량은절대

적으로 부족하여 연구생산성 저하와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

내외에서생산된핵심과학기술정보를국가정보자원으로부존자원화하고아카이빙함으로

써국가적차원에서정보자원을개발하고유통체계를구축하는것이시급하다. 

한국은 아직도 국내 정보이용자들의 수

요 80% 이상을해외정보자원에의존하고

있다. KISTI의 원문 복사 국내 자급률이

79%, 외국으로의 원문 요청 비율이 10%

에 달하는 데 반해, 일본의 경우를 살펴보

면국립정보학연구소는원문복사국내자

급률이 99%, 외국으로의 원문 요청 비율

이 1%에불과하다. 이와같은단적인예를

통해서아직도한국의해외정보자원수집

량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수치는 우리나라의

유통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효율적이지 못

하다는것을반증하는결과이다.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날

로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기술선진국에 대한 정보 종속성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해외 핵심정보자원에 대한 전략적 부존자원화는 국가 지식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정책현안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못지않게 조

직적인가공과효율적인공유, 보존체제구축이수반되어야한다. 

2 ) 사업내용

KISTI는 과학기술 정보유통 기반 구현을 목적으로 축적된 역량을 정비하고 국내외 핵심

정보공유및연계체제구축을통해국가적차원에서정보유통의중추적역할을담당해왔다. 

제2장과학기술R&D의
기름진토양

2004 국가연구정보협의회 추계워크숍(2004년 9월)

학계 연구계 산업계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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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자원과 전자자원의 전략적

인상호보완을통해지식정보강

국으로의 단계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정보수요자 중

심 고품질 콘텐트 개발 및 서비

스를 위해서, 클린 메타데이터

구축프레임워크를개발하고, 외

부 전문기관과 협력한 DB 품질

진단을통해고품질콘텐트개발

및 제공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

유·연계자원의가용성극대화를모색하 다. 또한국내주요대학및정부출연연구소, 기

업 등 505개 기관의 도서관 및 정보센터가 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의 서지정

보 5만 9,000종을‘국가 과학기술 학술지 종합 목록’으로 제작함으로써 국가 가용자원 맵

을구축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고자하 다.  

핵심정보공유및연계체제구축을위해서는, 국내산.학.연정보협력및연계체제구축을

통해상호파트너십을강화하고디지털지식정보유통기반과이용자친화적정보환경을조

성하고 있다. 또한 해외 선진 정보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및 로벌 네트워크와의 연계를

통해시간과공간의한계를넘어서는지식정보공유체제를구축하고자하 다.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로드맵과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차세대

지식 콘텐트 선도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하 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활용도와

중요도 평가를 위한 평가 모델의 개발은 물론, 정보자원 입수 정책 및 프로세스 모델, 보존

정책개발을위한디지털아카이빙전략및모형을제안하 다. 이외에도오픈액세스패러

다임 변화에 따른 정보자원의 효율적인 유통을 위하여 우리나라 환경에 적용될 수 있는 정

보정책및모델개발에노력하 다.

(2) 국가 과학기술 정보자원 구축·연계 서비스

KISTI는 국가생산과학기술정보자원을망라적으로개발하고서비스하기위해국가고유

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연계활용등의활동을수행하 다. 구체적으로, 국내과학기술분

야 280여 학회의 학술정보 36만여 건을 디지털 원문으로 구축, ‘과학기술 학회마을’서비

스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2004년부터는 주요 협회에 대한‘과학기술 학회마을’서비스도

변화하는 대내외 정보환경에 신속히 대응하는 것은 물론,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과학기술

정보자원 개발및유통사업을 통해세계적인국가과학기술 정보기관으로 도약할수있는 토

대를공고히해가고있다. 

21세기 국가 과학기술 정보유통의 중심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기 위한 정보자원 개발

및유통사업의목적은다음과같다. 

첫째, 국내외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확충 및 부존자원화 추진 둘째, 고품질의 메타데이터

를 개발함으로써 정보자원의 가용성 제고 셋째,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인한 정

보이용의 접근성 강화 넷째, 메타데이터 등록 및 국내 과학기술 문헌정보의 유통체제 구축

다섯째, 전자정보화 체제에 의한 국가 공용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여섯째, 과학기술정보

표준화체제확산일곱째, 메타데이터정보관리체제구축및표준화구축이다.  

이를 위해 국내외 정보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분산형 공동활용 체제 구축이라는 대과제

하에해외핵심과학기술정보자원구축.연계서비스, 국가과학기술정보자원구축.연계서

비스라는주요세부과제를추진하고있다.

(1) 해외핵심 과학기술 정보자원 구축·연계 서비스

해외 과학기술 정보자원 구축.연계 서비스 사업의 당면

과제는 선진국의 최신 연구개발 지식정보에 대한 적시적

수집과 보급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

여 국가 R&D 정보센터의 역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로벌 지식정보 공유 및 협력체제의 정비를 통해

수집된 해외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공유하는 데 진

력하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관문 역

할을 수행함으로써 해외 정보비용의 절감과 정보력 제고

에기여하고있다. 

이러한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해외핵심정보자원

개발 및 부존자원화, 정보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정보 콘텐트 개발 및 서비스, 로벌 지식

정보 유통 기반 조성, 차세대 지식 콘텐트 선도기술 개발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 다. 

먼저해외핵심정보자원개발및부존자원화를위해과학기술정보수요예측과최종이용

자의 이용형태 분석을 토대로 핵심 학술지를 선정하고, 자원개발 5대 원칙‘OASIS’와 연

차별로드맵에따라단계적이고체계적인하이브리드형자원개발을추진하고있다. 앞으로

2005 디지털 아카이빙 학술심포지엄(2005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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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고 있으며, 부족한 콘텐트에 대하여서는 이용자가

서지 정보를 망라적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민간 서비스

기관의서지정보를연계해서비스하고있다. 

디지털원문서비스가불가능한자료는KISTI의 방대한

정보자원과 국내외 협력망을 활용한 원문제공서비스

(Document Delivery Service : DDS)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한 구축이완료된정보는엠파스, 네이버등외부

포털 사이트를 통해 접근점을 확대, 대국민 서비스를 강

화함으로써 괄목할 만한 확산 성과를 거두었다. 그리고

관련시스템개발을통해정보수집자동화및서비스고품질화를도모하고있다. 

국내 과학기술정보의 전문 포털 체제 구축을 위해서 국내 전문정보 메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를 유지하여 왔다. 이에 관한 주요 성과로는, 첫

째, 국내연구보고서, 과학기술인력및연구장비정보연계, 과학기술웹디렉터리등공용

정보포털서비스체제를구축했다. 둘째, 사실정보포털서비스체제구축으로, 물질, 재료

분야의물성정보데이터베이스구축및시스템개발, 국내 사실정보 DB를구축했다. 셋째,

해외전자원문 포털 서비스 체제 구축으로, 오픈 액세스 무료전자자원 발굴 및 OAI(Open

Access Initiative) 기반 연구 정보 공유체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해외전자원문 정보제

공서비스를수행했다.

3 ) 주요 성과

(1) 해외 핵심 과학기술 정보자원 개발

KISTI는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로서기본적소임인해외핵심정보자원개발및아카이빙

을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보자원개발 5대 원칙‘OASIS

(Ownership : 보존수집, Assignment : 분담수집, Seamless : 완전수집, Intermix : 혼

합수집, Support : 보완수집)’와 정보자원 개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에 기반한 단계적.

전략적인정보자원확충및연계활동을수행하고있다.

전세계 학술지의 생산 및 유통현황 분석을 통해 해외 핵심 학술지 2만 종을 선정, 자원개

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예화하 으며, 소장과 접근의 관점에서 인쇄자료와 전자자료를 상

호보완하여개발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우수학술지를 포함한 SCI 등재 학술

지의 32%를수집.확보, 국내수요를최대한반 함으로써소장자원의질적수준향상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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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 다. 또한 Web of Science 등 고품질의 메타 DB에 대한 국가 액세스 컨소시엄 운

을통해자원개발의가용성과경제성을제고하고자하 다. 

(2) 국가 고유 과학기술 정보자원 개발

과학기술계 학회를 대상으로 신규 학회의 자율적 참여를 유도하고, 170여 개 학회에 학술

정보 시스템을 보급, 학회별 전자 저널의 발행이 가능하도록 지원하 다. 이를 통해 학회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도모하 으며, 다양한 매체 및 방법을 통하여 사업 홍보 및 확산을

극대화하 다.

국가 고유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분야에 있어서는, 국가 고유정보자원 생산 및 활용 실

태를 조사하여 2004년부터 매년 백서로 발간, 배포하 다. 또한 XML 전자문서 표준화를

통한 국가고유정보 관련기관과의 연계를 확대하고, 이를 정통부 지식정보자원관리사업과

도 연계하여 추진하 다. 또한 전자문서 수집관리 자동화 시스템 보급으로 DB 구축 체제

를 확립하고, 분산된 정보자원을 통합하기 위한 표준

시스템을 개발, 보급하여 전문정보 포털 체제를 강화

하 다. 

학술지 고유식별체제인 KOJIC(Korea Journal

Identi fication Code)운 및 XML 기반의국내학술정

보 DB 가공과 구축 개선 방안을 연구하여 고품질 학

술정보 DB 구축에진력하 으며, 학회 및협회정보화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학술정보는 국내 연구자들에

게무료로제공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경쟁력향상에

기여하 다.

학술지
단행본
연구개발보고서
NTIS 보고서
학술회의록
특허명세서
데이터베이스

Paper, CD, Web
Paper
Paper
Microfiche
Paper, Web
Paper, MF, CD
Computer File

14,000종
55,000권
40,000권
115,000건
13,000권

100,000건
100,000,000건

1962년부터
참고도서등
출연연보고서
미국기술보고서
IEEE등
미,일,유럽
INSPEC등

KKIISSTTII 보보유유 정정보보자자원원 현현황황

유형 형태 보유량 비고

KISTI-NAC 춘계 워크숍 및 국가연구정보협의회 정기총회
(2005년 3월)

KISTI-ACOMS Ver.2.0 제품발표회
(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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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수요자 중심 고품질 콘텐트 개발 및 서비스

전문화와 표준화를 기초로 수요자 중심 고품질 메타 정보를 개발하고 서비스하기 위한 다

양한활동을수행하 다. 2001년 KISTI 출범과더불어KINITI와 KORDIC에서이원화하

여 구축해 온 DB를 통합함으로써 비용 절감과 이용자 편의성을 증진시켰다.  메타 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2004년 Working Group을 운 하 으며, 그 결과로 산출된 Action

Plan에의거하여단계적고품질화를추진하 다. 

특히, 지난 2005년에는 콘텐트 품질제고를 위해 권호 패턴 관리기능 등을 포함한 클린

메타데이터 생성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등 학술정보 가공절차를 표준화하고자 노력하

다. 이렇게체계적인DB 구축프로세스를개발함으로써콘텐트품질관리수준을대폭향상

시켰다. 

한편 문 중심 콘텐트에서 나아가 중국과학원도서관(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 LCAS), 연변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협력하여국내최대규모로중국의과학

기술학술지 1,040종을수집및 DB로구축하고있으며, 900여종의일본과학기술학술지

수집 및 DB 구축 등 동북아권의 정보자원 확충 및 콘텐트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국가차원에서학술정보자원의가용성극대화를위해국내주요대학, 연구소, 기업

등 505개기관이소장하고있는학술지 5만 1,000여종에대한국내최대규모의국가종합

목록을DB로구축및발간함으로써국가가용자원맵구축과정보자원의공동활용을위한

기반을구축해오고있다.  

(4) 로벌 정보협력 체계 구축

2004년부터 미국 OCLC, 캐나다 CISTI 등과 목록 및 메타 DB의 구축 협력을 추진함으로

써 국내 최초로 DB 구축 로벌화와 국내 연구개발자의 정보 접근성을 확대하 다. 

특히OCLC의 Governing Member로 참여, 세계적인 목록 네트워크인 WorldCat에 분

담 목록을 수행하 다. 캐나다 CISTI와는 메타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 CISTI

목록에서MARC 및 검색의한 지원을가능케함으로써국내학술지이용의편리성을확

보하 다. 

이와 같이 해외기관과 로벌 정보 협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연구정보협의회를 비롯

한 국내 산.학.연 소속 기관들과 국내 지식정보 협력망을 구축함으로써 디지털 정보서비스

를선도하기위한기반을조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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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원문제공 서비스 및 DB 서비스 이용자 만족도 향상

BL(British Library), CISTI 등 세계적인 국가정보기관과의 협력을 비롯, 국내 유관기관

과의 협력확대로 매년 30만 건 이상의 국내 최대 최다 원문제공 서비스를 제공하 으며,

저렴한 비용의 원문제공을 통해 국내 연구자의 원문정보 입수 비용을 절감하고 원문정보

입수에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리고 쌍방향 e-DDS 관리기능과 Z39.50 프로토콜

을 채택한 이용자 친화적인 정보관리시스템(Korea Integrated Research Information

System : KIRIS)을개발함으로써원문정보유통의 로벌화및디지털화를촉진하 다.   

이를 통해매년실시하는이용자만족도조사에서 90% 이상의높은만족도를보 다. 특

히 2005년도에 실시한 한국능률협회를 통한 만족도 조사 결과, 원문 서비스 부문에서

96.0%, DB 서비스 부문에서 93.6%의 만족도를 달성할 수 있었던 것은 고객 만족을 최우

선으로하는정보유통사업의커다란성과 다.

(6) 차세대 지식 콘텐트 개발 전략 및 아카이빙 연구

2005년에는‘차세대지식콘텐트선도기술개발연구’라는신규과제를통해오픈액세스

등으로 대변되는 차세대 정보 유통의 주요한 정책 방향을 마련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

는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활용도 및 중요도를 평가하는 모델을 제안하고 실험하 으며, 

국가 디지털 아카이빙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을 연구하 다. 또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이용

(Open Access) 을 장려하는세계적인학술커뮤니케이션의유통흐름분석연구를수행하

다. 세계 각처에 산재한 OA학술지 및 레포지터리를 조사하여‘yesKiSTi’를 통한 대국

민서비스를실시하는한편, 서울대학교물리학연구정보센터와의협동연구를통해기초과

학 분야 e-Prints 아카이브인 Science Attic(지식다락방) 프로토타입을 개발함으로써 연

구자들이다양한연구성과물을축적, 공유할수있는기반을마련하 다. 

캐나다 CISTI 목록의 국내학술지 미국 OCLC WorldCat의 KISTI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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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0년 전통의 산·학·연 협동 학술지‘정보관리연구’발간

정보관리분야최신이론의보급과연구활성화를도모하기위해 1963년부

터 간행된 산.학.연 협동 학술지‘정보관리연구’는 국내 유일의 정보관리

분야전문학술지로서 2005년현재 36권째계간발간되고있다. 

2005년도에는 정보관리분야 기관지로서는 국내 최초로 한국학술진흥재

단등재후보지로선정되었다. ‘정보관리연구’는국내유수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이 기고한 정보관리 이론에 관한 논문과 실무적용 사례, 또 해외

의정보관리학계와현장동향을소개함으로써이론과현장의원활한통합

및지식교류에기여해온것으로평가되고있다. 

(8) 과학기술정보 표준화 체제 확산 주도

2003년부터 지속적으로 과학기술 정보 유통에 특화된 분류체계를 개발.개정하고, 이를 과

학기술정보표준화위원회의표준으로제정하는것을추진하 다. 

정보서비스품질개선환경의최적화를위하여서는국내최초로 ISO 9001 인증을받았으

며, 지속적인 관리운 을 위하여 ISO 온라인 문서관리시스템(KISTI Quality

Management System : KQMS)을구축.운 하고있다. 

이를통해정보자원개발에서메타정보의구축, 정보서비스에이르기까지정보유통의전

과정을시스템화함으로써프로세스에기반한업무추진및문서공유의효율성을도모하고

있다. 

(9) 국내 학술정보 원스톱 서비스 KISTI-ACOMS 개발

‘KISTI-ACOMS’는논문투고와심사, 검색, 회원관리, 학술대회관리등학회의학술활동

을 웹상에서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술논문관리자동화시스템으로, 지난

2002년 Ver.1.0을개발해 100여개의학회에무상으로보급한바있다. 

2006년 개발된 KISTI-ACOMS Ver.2.0은 4년간 Ver.1.0 사용자들로부터 수렴한 수천

가지에달하는요구사항을일일이분석하고표준화해사용자들의요구사항을 95% 이상충

족시킨학술논문관리자동화시스템으로, 학회가이시스템을도입한이후개별학회의특성

에맞게수정.보완하는 Customizing 작업을거의할필요가없는점이높이평가됐다. 

또한외국인투고자, 편집위원, 심사위원을위한 문시스템을제공해국내학술지가SCI

정보관리연구

해외핵심정보자원확충및
부존자원화

해외핵심정보자원고품질
콘텐트개발및구축

로벌원문정보유통기반조성

국가고유정보자원망라적수집및
고품질콘텐트개발

국내학술정보원스톱서비스체제
구축 (KISTI-ACOMS)

국내학술정보국제교류기반조성

국내전문정보메타데이터베이스구축

e-Gateway 구축
(e-Resources, Open Access, STI-Port)

국내외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

과학기술정보표준화체제확산

메타데이터정보관리체제구축및
표준화

정보서비스품질개선환경최적화

- 핵심정보자원개발로드맵작성
- 정보자원개발원칙수립및핵심학술지선정
- 학술지 (13,000종), 회의자료 (12,000권)
- 기술보고서 (110,136건), 전자자료국가컨소시엄운

- 과학기술분야학술지국가종합목록제작
- 목록/목차/초록/전거 DB 제작 (총 2,073만건)

- 국제협동디지털레퍼런스체제구축
- 정보자원공유협력강화
- 『정보관리연구』지발간

- 국내학술지 (1,371종), 연구보고서 (34,810건)
- 국내학술지DB구축

- 국내학회정보화지원사업운
- KISTI-ACOMS 보급관리 (100개학회)

- 국내정보 문초록DB 구축

- 연구보고서, 인력정보, 기자재정보, 사실정보등
- 과학기술분야웹디렉터리포털체제구축

- 전자저널관문서비스구축및운
- Open Access 참여위한기획및동향분석
- 서울대학교물리학연구정보센터와
Open Archive: Science Attic 프로토타입구축

- 전문정보센터, 과제관리기관등과협력
- 선진각국의정보기관과국제협력

- 과기정표준위표준추진. 과제관리기관등과협력
- 서비스정보의XML 스키마작성및관리

- 과학기술정보온톨로지모형연구
- 토픽맵연구및정책연구보고서발간

- 정보유통분야 : ISO 9001 인증및운 확대
- 온라인문서처리시스템구축

55년년간간의의 과과학학기기술술 정정보보개개발발 및및 유유통통사사업업의의 주주요요 성성과과 요요약약

연구사업목표 주요성과

202201 제2편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핵심기관

급으로 격상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내 학회활동의 로벌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은물론이메일과우편에의존했던기존의외국인투고.심사의불편함도획기적으로줄 다. 

4 ) 목표와 비전

국가 차원의 중장기전략하에서 추진되고 있는 과학기술 정보자원 개발 및 유통사업은, 성

공적인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필수 사업으로서 과학기술 발전 및 국가 경쟁력 향상과

직결된다고볼수있다. 이 사업을통해고품질핵심과학기술정보의원스톱서비스를제공

함으로써국가R&D 및산업전반에걸친지식기반구축과생산성향상을기대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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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정보공유를통한정보자원의가용성극대화로제반과학기술정보활동의경제성향상

을도모할수있을것이다. 

KISTI는 과학기술기본법에서 명시한 국가 과학기술 정보유통의 책임기관으로서 과학기

술지식자원의체계적인관리임무를부여받고있다. 이로써 KISTI의 정보자원개발및유

통사업에 있어 최우선 과제는, 선진국의 최신 연구개발 지식정보에 대한 적시적 수집과 보

급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생산성 향상을 지원하는 국가 R&D 정보센터의 역할을 구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KISTI는 급속한 대내외 정보유통 체계 변화와 수요에 부응하는 정보자

원 개발을 통하여, 가용 정보자원의 확대 및 정보인프라 구축에 전력을 다해 왔다. 또한 보

유역량을 정비하고 정보 공유 및 연계체제의 구축을 통해 국가적 정보유통 채널을 담당하

면서세계적인과학기술정보기관으로도약할수있는토대를마련하 다.

국가대표정보유통전담기관으로서KISTI는앞으로도세계적수준의정보자원확충과콘

텐트 개발 및 서비스를 위해 진력(盡力)할 것이다. 이를 위해 인쇄저널(KISTI)과 전자저널

(KESLI : NDSL)을 통합한 하이브리드형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구축하고,  컨소시엄기

반의 협력체제를 확대함으로써 최소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내는 정보유통 모델을 구현해 갈

것이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국가과학기술 종합정보시스템(NTIS)과의 연계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에 필요한 다양한 국내외 정보자원의 적시 공급은 물론, 망라적인 국가 연구성과물개발

및 성과확산을 위해서도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국내외 포털

서비스및정보기관과의협력.연계를통해이용자를위한다양한정보서비스채널을지속적

으로확장해나감으로써대국민서비스의외연확장을위해서도노력할것이다. 

22..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 개개발발 및및 운운

인터넷이라는 용어보다 모뎀의 통신연결 신호음이 훨씬 더 친숙하고 MS-Explorer가 혹

평과 원성을 들으며 넷스케이프와 비교되던 1990년대 중 후반, KISTI의 전신인 산업기술

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는 이미 대용량, 고품질의‘과학기술 전문

정보’구축과서비스에신경을곤두세우고있었다. 

1990년대 후반 양 기관이 보유한 과학기술 전문정보의 건수는 이미 천만 단위를 뛰어넘

었고, 이는 단일 기관이 보유한 데이터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 다. 이러한 양적인 팽

창과 더불어 두 기관이 고민했던 것은 바로 기존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와 가공체계 다.

건수가 몇 만을 넘지 않는 소규모 데이터베이스(물론 그 당시에는 이도 매우 큰 규모에 속

했다)의관리나서비스는그당시의기술로도어느정도가능했으며, 여의치않으면대규모

인력이동원되어서라도정보관리와서비스운 이이루어지고있었다. 

그러나그단위가천만이넘으면양상은달라진다. 인력동원이나단일서버 단위의소규

모 정보유통 서비스 체제로는 이러한 규모의 데이터베이스를 효과적으로 관리.서비스하기

어렵다. 다시말해, 대용량데이터베이스를효과적으로관리하고서비스할수있는, 고효율

저비용의 대규모 정보유통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 다. 이 같은 환경에서 KORDIC과

KINITI는나름대로의노하우와지식을바탕으로각자의데이터베이스즉, 과학기술전문정

보와산업기술전문정보를서비스하는데전력을다하고있었다.

2001년 드디어 두 기관이 KISTI로 통합되었다. 이로써 각자 보유했던 데이터베이스의

통합, 그리고 기관의 규모와 역할 확대로 인해 신규로 도입되거나 구축된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또한 이용자층의 확대 및 다변화에 이은 신규 서비스 발굴.적용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고, 기존의정보유통체제로는해결할수없는엄청난변화와혁신을요구받게되었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KISTI의 정보유통 시스템은 지속적인 환골탈태를 통해 서비스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자 및 관리자의 요구사항에 가장 근접한 시스템으로 거듭나게

되었으며, 현재명실상부한국내최대의과학기술전문정보유통시스템으로발돋움하고있다.

1 ) 사업 개요

통합원년인 2001년부터 KISTI에서지속적으로심혈을기울여추진한정보시스템개발및

운 사업의근간은, 바로과학기술정보포털서비스‘yesKiSTi’이다. 기관내에서개별적으

로산재운 되던모든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하나로일원화하고, 사용자의요구사항에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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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기능을구현하여드디어2004년서비스를시작하게되었다. 

yesKiSTi(www.yeskisti.net)의 특징은 KISTI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콘텐트, 서비스, 회

원, 실적을 통합하고, 외부 콘텐트 보유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One-Stop 서비스 환경을 제

공하는것이다.

위그림에서보는바와같이 yesKiSTi는 KISTI의 정보유통체제전반을아우르는대부분

의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과학기술정보 포털 서비스 체제로 발전하기 위한 기

반인프라구축에앞장서고있다.

KISTI의 정보유통체계를 구성하는 요소기술 및 기반 시스템은 yesKiSTi를 통해서 일반

사용자 및 관리자에게 서비스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기술 및

기반 시스템을 KISTI 정보 시스템으로 통칭하는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세부적

인정보시스템이존재한다.

(1) 정보검색관리 시스템(KRISTAL)

대용량의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들이 부서 또는 개별 사업단위로 독립적으로 수집.가

공.DB화되고 유통됨으로 인해서 체계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정보서비스 제공이 대단히 어

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정보자원의 생산에서부터 유통단계까지의 정보유통 표준 모델을

정립하고, 산발적으로 개발.운 되고 있는 정보유통 시스템을 표준적 유통 시스템으로 구

축할필요성이대두되었다. 

또한, 정보의 양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면서 정보의 생산 시점과 서비스 시점의 간격을

최소화하려는노력이있었으나, 대부분의문헌관리시스템이 DBMS와정보검색엔진의이

중 레이어로 구성되어 있어 근본적으로 생산과 서비스의 시차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정보의 생산과 서비스를 동기화할 수 있는 기반 시스템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이

로써KRISTAL의개발이출발했다.

정보유통체제내에서관리.서비스의단일화및효율화에중점을둔KRISTAL은, 특히문

헌정보 서비스 시스템에 있어서 DBMS의 기능적 낭비요소 제거에 목표를 두었으며, 일반

적 접근 방법인 RDBMS 기반의 정보검색관리 시스템들과는 달리, 세계 최초의 IRS

(Information Retrieval System) 기반의정보검색관리시스템으로개발되었다.

KRISTAL이구현한문서관리의효용성은, 이미문서관리를KRISTAL이전담하도록구

현된 국사편찬위원회의 역사정보통합 시스템, 성남시의 향토문화전자대전 시스템, 한국경

제신문사의사진정보검색시스템, KISTI의학회정보관리시스템등에서입증되고있다.

(2) RSS 기반 과학기술정보 배급표준시스템(STI-RSS)

KISTI는 인터넷, 정보기술, 이용자 요구 등의 환경 변화에 따라 다양한 개인화 방법으로

이를 지원하고 있는데, 고객이 선택한 주제나 분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과 동시에 이용자

가직접작성한검색식에대한최신맞춤정보를이메일로제공하는등좀더적극적인개인

화지원방법으로서비스하고있다. 

그러나각종스팸메일과바이러스메일에대한심각성이대두되면서이러한푸시(Push)

메일 방식의 정보 전달 방법은 바이러스 유포, 이메일 정보 무단수집.활용 등과 같은 문제

점을동반하게되었다. 

RSS(Really Simple Syndication)는 이러한 정보서비스 기관과 이용자 간의 이메일 정

보제공 서비스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정보배급 기술로, 이용자가 정보를 요

청할때만제공하는이용자측면에서의풀(pull) 방식기술이다.

RSS 서비스는정보이용자가관심있는홈페이지를일일이방문하거나개인정보를제공하

지 않고도 여러 개의 관심 있는 홈페이지에서 발생하는 신규 정보를 하나의 화면에서 스팸

메일 없이 볼 수 있다. RSS 기반 과학기술정보 배급표준시스템(Standard system for

the syndic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based on RSS, 이하

STI-RSS)은 이러한 이용자 측면의 과학기술정보 배급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2005년

KISTI가개발한시스템이다. 

yesKiSTi 포털서비스 체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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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tOAI(Science & Technology Open Archives Initiative)

stOAI는 디지털 저장소들 간 과학기술정보를 상호운용성이 보장된 표준화된 방식으로 유

통하기 위하여 KISTI가 개발한 과학기술정보 유통표준시스템으로, 국제 표준인 OAI

(Open Archives Initiative) 표준스펙을준수하고있다.

stOAI는, 국가 과학기술정보 포털 서비스의 무료 학술정보 가용성을 확충하기 위해, 저

작권이 오픈된 해외 Open Access 메타데이터를 stOAI 수집기를 통해 체계적으로 수집,

통합 서비스하고 있으며, KISTI가 보유

한 국가 과학기술정보를 확산하기 위해

stOAI 제공기를 통해 외부 포털에 표준

적인 방식으로 메타데이터를 자동 배포하

고있다. 

stOAI는 수집대상 및 제공기관을 점차

확대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표준적인

유통 모델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현재 해외기관으로부터 60

만 건의 무료 학술정보를 수집, www.

yeskisti.net을 통해 통합 서비스하고 있

다.

(4) 과학기술 지식정보 식별체계(KOI)

정보통신 및 인터넷의 급속한 발전으로 자료의 형태가 기존의 출판물에서 디지털 콘텐트

(Digital Content) 중심으로유통되는추세이다. 현재의디지털콘텐트에대한연결방식은

주로 위치정보 기반의 URL(Uniform Resource Locator) 방식이 대부분이어서, 디지털

콘텐트 사용자는 해당 콘텐트의 위치정보가 변하는 것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유지 및 관

리해야하는단점을가지고있었다.

이러한문제를해결하기위해디지털콘텐트에URN(Uniform Resource Name)을 기반

으로한고유의식별자를부여하는방식이개발되었다. URN은상품의바코드와같은개념

으로, 사용자가해당콘텐트의위치에구애받지않고사용할수있도록하는식별체계이다. 

KISTI에서서비스했던과학기술지식정보분야디지털콘텐트역시URL 방식으로서비스

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디지털 콘텐트의 물리적 위치가 변경될 경우 여러 정보서비

스에서 위치정보에 대해 수정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이에 KISTI에서는 과학기술

지식정보 전반의 디지털 정보객체에 항구적으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관리하기 위

하여‘KOI(Knowledge Object Identifier)’라고 하는 과학기술 지식정보 식별체계를 개

발, KISTI 정보서비스에적용하 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정보 시스템은 yesKiSTi 내에서 혹은 KISTI 정보유통체제 내에

서 개별적인 역할을 부여받고 있다. 정보검색관리 시스템(KRISTAL)은 yesKiSTi 혹은

KISTI 정보유통체제의 인프라 시스템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RSS기반 과학기

술정보 배급 표준 시스템(STI-RSS)은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고도화라는 중요 임무를 가

지고있다. 

또한과학기술지식정보식별체계(KOI)는 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관리에필수적인정보

식별체제를 구축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stOAI는 콘텐트의 확장 및 연계라는 역할

을부여받고있다. 다시말해서, yesKiSTi를 중심으로데이터베이스서비스, 관리및식별,

그리고 확장 및 연계 등과 같은 정보유통체제의 핵심요소가 모두 시스템으로 구현되어 운

되는것이다.

stOAI 서비스 모델

KOI 기반 과학기술정보서비스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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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단계적 발전 및 성과

2004년도에 본격적으로 yesKiSTi가 서비스되고, 기관 내의 정보유통체제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위에서 언급한 KISTI 정보 시스템 각각의 성능도 순차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여기에서는 이전 절에서 살펴본 네 가지 정보시스템과 yesKiSTi의 연도

별 발전과정을 살펴보면서 이러한 시스템들이 종국에는 어떠한 성과를 이루었으며, 그 성

과들이어떻게활용될수있는지를살펴본다.

(1) 과학기술정보포털서비스 체제(yesKiSTi)

2004년은 과학기술정보포털서비스 기반 조성 단계로, 1차적으로 분산된 KISTI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통합검색 체제를 구축하 으며, 회원 통합과 Single Sign-On(SSO) 시스템

개발을통해 20여개패 리사이트에대한통합인증서비스를실시하 다. 

2005년은 과학기술정보포털서비스 구축 단계로, 고객 중심의 서비스 실현과 단일접점을

제공하기 위하여 과학기술 콘텐트, 서비스, 실적을 하나로 통합하고 표준적인 개발 가이드

라인을제정하 다. 2006년은과학기술정보 로벌서비스단계로, 로컬콘텐트및서비스

의한계를극복하고국가과학기술정보종합서비스시스템으로자리매김하기위해표준에

입각한 외부연계 및 참조 링킹 시스템을 개발했다. 또 서비스 실적의 과학적인 분석과 모니

터링체제를구축하고개인화서비스의외연을확대하고있다.

(2) 정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

2000년에객체저장.관리엔진을기반으로하는정보검색관리시스템 KRISTAL-2000 개

발에 착수하 으며, 2010년까지의 KRISTAL 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 다.  2001년에는

KRISTAL-II 기반 분산통합 엔진을 개발하고, 문서자동분류 엔진을 개발.탑재하 다. 이

어 이듬해인 2002년 KRISTAL-2000을 개발 완료하고 KRISTAL-2002 개발에 착수하

다. 동시에KRISTAL 관리도구의개발을시작하 다.

2003년, KRISTAL-2002 최종 버전을 개발 완료하고 본격적으로 배포를 시작하여 약

10여 개 외부 사이트에 성공적으로 적용하 다. KISTI 내부 서비스 사이트를 업그레이드

하 으며, KRISTAL-2000을 기반으로 하는 XML 원문정보 편찬.검색시스템을 개발, 보

급하 다. 또 국내 정보검색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기반 언어자원구축 및 기초 연구지원을

시작하 다.

2004년에서 2005년까지의 성과를 보면, 지속적으로

KRISTAL-2002 기능 안정화 및 성능 개선작업을 수행하

고, KRISTAL 적용 사이트를 확장하 다. 또 KISTI 내

부 서비스 사이트의 대부분을 KRISTAL-2002로 교체하

고KRISTAL 차기버전KRISTAL-III의 개발에착수하

다. 이 시기에 제1회 KRISTAL 연구개발자 그룹 워크숍을

시작하 고, 다수의 KRISTAL 기술협력업체를 지정, 기술

지원을실시하 다.

(3) RSS 기반 과학기술정보 배급표준시스템(STI-RSS)

새로운 정보서비스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2004년부터 RSS 기술 연구를 수행하고 국내

외 사례를 조사.분석하 으며, 과학기술정보의 특성을 감안한 개발 계획을 수립하 다. 과

학기술분야의정보는매우방대하고다양하며, 정보의발생주기및서비스또한복잡한특

성을 가지고 있어 이러한 특성을 반 하기 위한 RSS 서비스는 보다 정교한 설계와 구현을

필요로한다.

2005년에는 다양하고 전문적인 과학기술분야 지식정보를 RSS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와 서비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적인 STI-RSS 시스템을 개발, 분야별 과

학기술분류 및 생성주기, 다양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서비스할 수

있도록 했다. 각각의 다양한 정보 채널별로 표준화된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함으

로써 각서비스별 콘텐트의 통합과연계 및 상호 호환, 채널별 통합 관리에많은 시간과 노

력이걸리던것을절감할수있게되었다. 

2005년 10월부터는 과학향기, 맞춤정보 서비스, 해외 과학기술 동향, 과학기술 동 상

정보서비스 등 4개 분야 정보와 과학향기 블로그에 STI-RSS 시스템을 적용하 으며, 향

후에는 KISTI 정보서비스의 전 분야에 적용함으로써 과학기술정보의 RSS 서비스를 확대

하여추진할예정이다. 

(4) stOAI(Science & Technology Open Archives Initiative)

2004년 메타데이터 수집 및 OpenURL 프레임워크를 이용한 전자원문 링킹 시스템을 개

발하여 NDSL 등 해외전자원문 서비스 기관과 연계하 다. 또 해외 무료학술정보(Open

KRISTAL - 2000 연구발표회(2002년 11월)

005-2현재수정  2006.8.9 11:0 PM  페이지17   mac31 150LINE



1962 KISTI HISTORY 2006211 제2편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핵심기관 212

Access)에 대한통합서비스체제를구축하기위해해외유관사이트를망라적으로조사한

후, 조사된리스트를토대로전문가리뷰(품질평가)를통한선별작업을수행하 으며, 국제

표준요소기술(OAI, OAIS, METS) 조사및KISTI 적용방안을제시하 다. 

2005년 OAI 오픈 아카이브 포럼이 권장하는, 서비스 제공자와 데이터 제공자의 핵심기

능과 기본요건에 부합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한 후 OAI 요건에 맞춰 기능을 구현하 으며,

OAI의 공개 검증 시스템인 OAI Explorer를 이용, 개발된 시스템을 검증하 다. 또 개발

된시스템 stOAI를 이용, 52만 건의해외무료저널을수집하고이를 yesKiSTi를 통해서

비스하 다.

2006년에는 yesKiSTi와 외부포털간과학기술정보자동배포및링킹체제를구축하고,

민간 포털인 네이버 등에 stOAI 제공기를 통해 KISTI가 보유한 과학기술정보 100여만 건

을실시간제공할예정이다.

(5) 과학기술 지식정보 식별체계(KOI)

2003년, 과학기술 지식정보 전반의 디지털 정보객체에 항구적으로 고유한 식별번호를 부

여하고 관리하기 위하여‘KOI(Knowledge Object Identifier)’라는 과학기술 지식정보

식별체계를 독자적으로 개발하 다. 이어 KOI 식별체계를 적용하기 위해 전자원문 식별체계

응용기술개발사업을통하여KOI 변환(resolving) 시스템을시범개발했다.

2004년에는 KOI 구문구조를 보완하 으며, KOI 통합관리기능(Root)과 등록관리기능

(KOI-RA)이 분리된 3-tier 구조의 KOI 등록관리 시스템을 개발하고 국내 학술지, 국내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분석정보, 과학기술 동 상정보 등에 시범 적용하 다. 또, 국내외

식별체계연구협력을확대, 기술표준원에식별체계기술을지원하여식별체계기반의표준

정보유통체제를시범구축하 고, 2004년 12월 28일에는한국전산원이개발한UCI(Uni

versal Content Identifier) 식별체계와의연계및식별체계공동연구를위해 KISTI와 한

국전산원이MOU를체결하 다.

2005년다양한과학기술정보에체계적으로KOI를부여할수있도록통합식별메타데이

터를지원하 고, 다양한장르별로등록관리기관에서활용할수있도록개발하 다. 2004

년에개발된KOI 등록관리시스템을 JAVA/JSP 버전으로기능을개선하고, 식별체계관리

기능을개선하여안정화하 다. 

현재 위의 네 가지 정보 시스템 및 체제는 모두 yesKiSTi에 적용되거나 활용되고 있다.

결국, 개별정보시스템의발전단계가전체적으로보면yesKiSTi의발전과정이되는것이다. 

이러한 정보 시스템 연계체제는 그 구조적인 장점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를 가져온다. 다시

말해서, 기능적으로통합된개별시스템의독립적발전체제가하나로통합되면서지속적으

로 yesKiSTi의기능적.성능적혁신을가능케하는것이다.

3 ) 목표와 비전

KISTI의 정보시스템 아키텍처는 그 구조적인 장점을 활용하여 정보유통 구조에서의 변혁

을잘이끌어왔다. 그러나아직까지도나아가야할길이멀다. KISTI의 정보유통체제는근

본적으로 지식유통체제로의 혁신적 변환이 절실하다. 서비스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지속적

으로변화.발전하고, 데이터베이스의규모확장이더욱가속화되고있기때문이다. 

이를위해 KISTI 정보시스템은현실적인측면에서다양하고발전적인시도를하고있다.

그 중의 하나가 2004년도부터 착수한‘지식 기반 정보유통 플랫폼 개발 연구’사업이다.

‘지식 기반 정보유통 플랫폼(OntoFrame-K : OFK)’은 정보 공유.유통 기술과 시맨틱 웹

기술이 융합.적용된 새로운 개념의 정보유통 플랫폼으로서, ‘자발적 가상 협업 연구 커뮤

니티(self-organizing virtual research community)’의 구현을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이다. 자발적가상협업연구커뮤니티는개인이소장하고있는지식과정보를공유.유통시

킬수있는방편으로, 이미전문성과높은부가가치를가진것으로검증되었다. 

특히 시맨틱 웹 기술은 OFK의 유통 대상 정보인 지식정보의 모델링뿐 아니라 다양한 추

론 기반 응용 서비스들에도 적용된다. 이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지식정보 간의 연관관계를

관리.제시함으로써, OFK에기반한협업연구커뮤니티를통한정보획득과정효율화에활

용되고 있다. OFK를 개발.확산시킴으로써 소프

트인프라를구축하고그리드기술과의융합을통

해‘시맨틱 그리드(semantic grid)’를 구현, 세

계적으로 앞서나가는 국가 e-Science 체제 구축

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본 사업의 최종 목표이

다. 

그 1단계로, 2008년까지는 온톨로지와 시맨

틱 웹 기술 기반의 지식정보 유통 플랫폼을 완

성하고, IT와 BT, NT 분야를 대상으로 3개 이

상의‘가상 협업 연구 커뮤니티(virtual research

collaboration communities)’를 구축, 국가지식 기반 정보유통 플랫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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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 동력 산업의 소프트웨어 인프라를 구축한다. 2단계로, 2010년까지는 시맨틱 웹 기술

과그리드기술의융합을통해‘시맨틱그리드’를완성하고, 이를기반으로개별가상협업

연구커뮤니티들을통합.연계하여세계적으로앞서가는e-Science 체제구축을시도한다.

또한기존의정보시스템들도미래를위한준비작업에한창이다. yesKiSTi는 분산된과

학기술정보를 표준적.체계적으로 수집.통합.연계한 과학기술정보 포털 체제 구축을 통해

국가적인 과학기술정보 관문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또한 서비스 혁신을 통한 고객가치 창

조를위해고객중심의발전적인시도를계속해나갈것이다. 이와더불어, 네가지정보시

스템, 즉 정보검색관리 시스템(KRISTAL), RSS 기반 과학기술정보 배급 표준 시스템

(STI-RSS), stOAI (Science & Technology Open Archives Initiative), 과학기술 지식

정보식별체계(KOI) 등의 요소시스템들도현시스템의안정화와기능개선및발전모델수

립을위해많은노력을기울이고있다.

기존 정보유통체제의 획기적 개선을 통한 지식순환체제로의 혁신에 KISTI 정보 시스템

이그역할을담당할것이다. ‘지식순환형정보검색관리시스템’은정보의생성.가공.관리.

지식화.서비스 등 일련의 정보유통단계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구조적, 내용적 변

화를용이하게수용할수있도록지원함으로써정보의진화단계를체계적.효율적으로통합

하는기반시스템이다. 

이러한 지식유통체제가 완성되면, 서비스 이용자들은 머릿속으로 생각했던 서비스 대상

정보(요청정보)의 표현방법에대한스트레스나고민이없이도쉽게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또한 서비스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대한

상호작용적학습을수행할수있게될것이다. 이는서비스대상지식이연관지식으로서로

연결되어있고, 그개별내용또한매우풍부해질것이기에가능한것이다. 

이러한 궁극적 목표를 위하여 KISTI는 다음과 같은

일련의 지속적인 시도를 통해 순환형 지식유통체제로의

발전을도모할것이다. 

첫째, 충분하게 실험된, 실용화 가능한 모든 기술들을

패키지화한다. 둘째, 사용자들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

여 유연성을 확보하고, 셋째, 실제적인 적용을 통해 시

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한다. 넷째, 각국의 언어적 특성을

포괄하는 정보관리.서비스 기술을 획득하고, 다섯째, 개

별정보유통기술들에대한표준화를선도한다.

이러한시도들이체계적으로이루어지고그결과로이용자중심의지식정보유통체계가 완성

되는그때, KISTI는다시한번국가지식정보유통의중추기관으로우뚝서게될것이다.

순환형 지식유통체제 개념도

KIPONTO 2004제2회 지식정보처리와 온톨로지 워크숍
(2004년 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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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층을 대상으로 기본 사항부터 핵심 분석까지 정보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4개 분야는 연구개

발과제선정및타깃설정을위하여정보원조사및주제조

사, 동향분석, 심층분석, 기술이전.평가 등으로 구성되었

다. 2001년도의 정보분석사업은 연구개발 방향설정을 위

한 기술정보분석의 활용체계 구축, 국가 기술경쟁력 제고

를 위한 산업 정보 분석 및 인프라 구축사업, 기술의 산업

화 연계를 위한 기술이전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정책개발

을 위한 특허정보분석기법 및 모델 개발 등을 중점 사업으

로수행하 다.

(2) 국가 R&D 체제구축을 위한 정보분석 및 확산

2002년도에는외부에의해도출된지식수요(피드백수요조사)를내부의분야별전문가그

룹이체계적으로분류.선정하고, 이를분야별지식전문가그룹(내외부전문가, 유휴고경력

과학자 등)에 의해 새롭게 지식을 창출.평가.확산하는‘국가 R&D 지식 포털 체제’를 구축

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하 다. 2002년도 정보분석사업은 유망기술의 심층정보분석사업,

나노기술정보분석사업, 부품.소재정보분석사업, 유망기술의기술가치평가사업, 유망기술

의실용화지원체제구축사업등을중점사업으로수행하 다.

(3) 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정보분석

2003년도에는‘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R&D의 성공 가

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도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속보성 동향 정보와 종합적 분석정보를 실

시간으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이렇게 로벌 경쟁체제에 대응함으로써 국가 연

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더 나아가 국가적으로는 21세기 동북아 중심국가 진입

을 위한 R&D 개발 및 투자 지원을 목표로 추진하 다. 2003년도 정보분석사업은 기술산

업정보분석, 나노기술정보분석, 부품소재정보분석, 기술동향정보분석, 기술확산체제구

축, 정보분석고도화연구등을중점사업으로수행하 다.

(4) 미래 핵심기술 지원을 위한 정보분석

2004년도에는국내외과학기술동향모니터링정보제공, 미래핵심기술에대한고급기술

제1회 국제나노기술 심포지엄 및 전시회
(2003년 7월)

33.. 전전략략기기술술정정보보 분분석석··지지원원

1 ) 정보분석과 연구개발

정보분석은 방대한 양의 정보를 검토.정선하여 적합한 목적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작업

으로, 유용한정보의스크리닝과각종분석툴을이용한정보의고부가가치가공을통해수

요자의생산활동에활용할수있는고부가가치의지식을창출하는역할을한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OECD 국가들의 경제는 지식과 정보에 기반을 둔 경제체제로 급속

히 바뀌고 있다. 이제 창조적 지식은 생산성과 경제 성장의 원동력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경제적성취에있어서정보, 기술및학습의새로운역할에대해관심이집중되고있다. 

미국과학재단의조사에따르면첨단분야의연구개발자들이정보를조사하고, 기술현황

을 분석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전체 연구 활동의 약 40%에 이르고 있다고 한다.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필요로 하는 정보를 조사하고 기술동향과 현황을 분석하

는 데 아직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입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보를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방법, 정보를 통해서 임무에 적합한 지식을 찾아내는 정보분석이 점점 중요해지

고있는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정보분석의 목표는 분명한 활용목적을 가지고 기술과 산업

등의 지식의 흐름을 예측하는 데 있다. 그리고, 지식정보 사회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핵심

지식은 어떻게 문제제기를 잘 하여 지식 점프를 이루는가에 있다. 따라서 정보분석은 지식

정보 사회의 연구개발 활동과 산업 활동에 핵심이 되는‘문제제기’를 만들어내는 정보 분

야의중요한 역이라할수있다. 

2 ) 정보분석사업의 발전과정

(1) 기술의 산업화 연계를 위한 정보분석시스템 구축

정보분석 부문은 1999년부터 기술.특허 정보분석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동향분석과 더불어

기술가치평가, 기술이전에 이르기까지 양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발전을

거듭하 다. 물론, 정보분석 부문은 기관 설립과 그 역사를 같이하면서 1999년 이전에도

이용자요구에의한정보조사를중심으로한조사분석활동이활발하게이루어지고있었다.

2001년도는 예산, 인력 및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국가적 실정에서 국가 차원의 정보

분석인프라체제구축이시급히요구되는시점이었다. 이를위해기술의산업화연계를위

한정보분석체제의구축과관련하여 4개분야 5개세부과제로나누어추진, 사용자중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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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정보및산업시장분석정보의제공, 국가 R&D 성과물의사업화평가기반확립을통한

핵심 고급정보의 보털 지원 기능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그리하여, 국가 R&D 활

동의효율성과생산성을높이고연구성과를적극적으로사업화하기위한체계적인국가인

프라로서의 분석정보지원 체제를 구축하고, 특히,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고품격 분석정보

의 제공으로 국가 신성장 산업에 대한 기술개발을 위해 집중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것을목표로추진하 다.

2004년도 정보분석사업은 전략산업 정보분석, 나노기술 정보분석, 부품소재 정보분석사

업, 정보분석그리드구축, 과학기술동향모니터링, R&D 성과분석.확산체제구축, 차세대

정보분석체계연구등을중점사업으로수행하 다.

(5) 정보분석을 통한 국가 연구개발혁신 시스템 지원

2005년도에는 국가 R&D 정책 방향이 선진국의 모방형 기술에서 원천기술 개발로 전환하

는과정에있어선행연구개발의조사, 분석을통해연구개발의전략적인기술및산업동향

분석이 요구되었다. 또한, 국가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성 확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종합조정기능의혁신을위해정보분석지원체제를강화할필

요가있었다. 당시미국, 일본, EU 등 선진국은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R&D 전략정보 분석체

제 구축에 집중하고 있었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기획 강화를 위해 상시적인 R&D

전략정보분석체제의구축이시급하 다. 

2005년도 정보분석사업은 산업정보분석, 기술정보분석, 나

노기술 정보분석, 부품소재 정보분석, 과학기술동향 모니터

링, 정보분석연구등을중점사업으로수행하 다.

3 ) 주요 성과

(1) 수요맞춤형 분석체제 확립 및 선도 지원 역 발굴

KISTI 정보분석의목표는KISTI에서구축한정보자원을활용하여, KISTI 고유의전문가네트워

크와정보분석방법.분석시스템을기반으로R&D 전략을수립하고, R&D 사업화기획단계에서

수요자가필요로하는시의적절하고객관성과신뢰성이높은분석정보를체계적으로생산하고그

결과를확산하는것이다. 주요성과로는수요맞춤형분석체제확립및선도지원 역발굴, 고유

의정보분석프로세스.분석시스템개발적용, 국내최고의전문가네트워크기반분석체제구축.

운 등을들수있다. 

국가와기업체의수요에대응한체계적.종합적인맞춤형정보분석지원서비스는KISTI가유일

하며, KIST는정보분석의핵심 역을미래사업화유망아이템과유망연구 역발굴에집중특

화함으로써혁신형중소기업등의연구기획역량강화를선도지원하고있다. 또한KISTI의계량

정보분석, 전문가네트워크를활용한융합형정보분석체제는신속성과전문성에서독보적인수

준이다. 

정보분석의핵심이용자는국가및혁신형중소기업으로, 핵심활용부문은연구개발기획, 사업

화기획에초점을맞추고, 크게‘수요대응형’과‘전략기획형’으로분석정보를기획.생산하고있다.

(2) 고유의 정보분석 프로세스·분석 시스템 개발 적용

KISTI는 정보계량분석을 통한 유망연구 역 선정 방법론과 미래유망기술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세스 및 심층정보분석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 다. 정보계량분석을 통한

유망연구 역 선정 프로세스는 국가 차원의 정보계량분석을 통해 유망연구 역을 도출하

는 방법론이다. KISTI의 정보계량분석에 의한 유망연구 역 도출은 국, 일본에 이어

Thomson ISI사의 논문 DB를 기반으로 피인용빈도가 매우 높은 문헌(Highly Cited

Paper)을 추출, 논문 간 동시인용분석, 클러스터 분석, 동시단어분석 등을 결합한 분석체

계 및 계량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이루어졌다. KISTI의 계량정보분석시스템(KISTI

Information Analysis System : KITAS)은 학술정보및특허정보의데이터를처리하여

고경력.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정보분석사업
(2002년 4월 ~ 현재)

혁신형중소기업등의정보분석
수요를신청받아분석지원

유망연구 역/유망사업화아이템
분석을통해혁신형중소기업및
국가차원의미래성장동력발굴

전문가네트워크에기반한 로벌
연구개발동향모니터링

신기술사업화타당성평가등혁신형
중소기업대상 166과제등총 985과제
맞춤형정보분석지원

유망연구 역/유망사업화아이템등의
심층분석 83과제 등 전략기술분야에 대한
기술사업기회심층분석총 206과제분석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22,190기사, 
과학기술동향리뷰 2,938과제등
총 25,128과제분석

구체적형태(2005년도기준)

KKIISSTTII 정정보보분분석석 역역

분석정보유형

수요대응형

전략기획형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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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추이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으로,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분석시스템으로 평가되고 있

는 VantagePoint(미국 조지아 공대 개발)와 BibTechMon(오스트리아 ARC 연구소에서

개발)과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시스템이다. 또한 KISTI의 R&D 의사결정지원시스템(Sci

& Tech information Analysis for R&D decision making : STAR)은 다양한 이용자맞

춤형기술가치평가계량분석지원및특허 DB 분석을통한기술수명예측, 시장정보, 기술

기여도 등의 지원 모듈을 탑재한 시스템으로, 이와 같은 기능의 정보분석시스템은 국내외

에유일하며, 현재민간및공공부문에시범보급중에있다. 

KITAS 시스템은현재 KISTI의 정보계량분석 역에활용, 감사원의‘차세대성장동력산

업 과제 간 중복성 감사(지능형 로봇 분야)’정보분석, 과학재단의‘2005년도 우수연구센

터 선정평가용 선행연구 정보분석’등에 실제 활용된 바 있다. 또, STAR 시스템은 LG-

Philips LCD 연구기획 부문에 보급되었고, 건설교통부 연구개발사업 경제성 평가를 지원

하 으며, 광주과학기술원에기술을이전하기도하 다. 

두 번째로, 미래유망기술사업화 아이템 발굴 및 심층정보 분석을 위해 정량.정성 분석이

결합한 KISTI 고유의 유망기술 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세스를 개발하 다. KISTI 고유

의유망기술사업화아이템발굴프로세스는국가전략기술에대한‘기술사업기회심층분석 (MENTOR)’보고서 체제를 새롭게 개발하 으며, 현행 KISTI 해외과기동향정보(Tech-

Trend) 모니터링 체제에 적용할 예정이다. Explorer의 분석체제(기술동향, 수요자 니즈.

사업환경분석, 시장계량분석, 주요사업자동향분석, 응용분야분석등을결합)를적용, 심층

분석을시도한사례는국내에서KISTI가최초라할수있다. 

(3) 국내 최고의 전문가 네트워크 기반 분석체제 구축·운

KISTI는 정보분석을 위하여 해외동향분석 전문가, 고경력과학기술자, 기술시장분석전문

가, 지역클러스터협의회 등 국내외 약 1,000명 이상의 과

학기술 및 산업시장 분야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

보분석활용체제를확립하고있다. 

특히, KOSEN은 세계적으로 그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과학기술자 지식 생성.교류형 커뮤니티로, 회원 수 3만5

천 명을 돌파하 다. KOSEN의 지식교류 서비스(What

is? Where is?)가 더욱 활성화됨에 따라 2005년 5월 개

최된 국제혁신박람회에서 과학기술부의 대표적 혁신 사

례로선정되기도하 다. 한국의독창적모델인원로과학

전략
기획형

KISTI 고유 도출 방법론을 개발.적용, 전문가 검증을 통해 유망연구
역/사업화아이템도출및심층분석 (83과제)

최신선진기법을적용한국가전략기술분야기술사업기회심층분석, 
나노기술분야심층분석등 (132과제)

2005년까지총 789과제

117명의 전문 모니터링 요원 네트워크를 통해 속보성 해외과학기술
동향정보를 1일이내번역제공

2005년: 22,190기사 2001~2005년 : 84,810기사

246명의 원로과학기술자 네트워크를 통해 해외 최신 과학기술 리뷰
정보를분석.요약및전문가제언제공

2005년: 2,938과제 2003`~2005년: 8,006과제

정책결정자.연구계리더들에게정선된핵심이슈
정보주간단위제공 (52건)

2005년: 52호 2005년까지: 84호

나노기술분야의국내외동향및관련주요정보
주간단위종합제공 (46건)  

2005년: 46호 2005년까지: 174호

분류

유망기술/
사업아이템분석
등전략분석보고서

해외과학
기술동향정보
(Tech-Trend)

첨단기술정보분석
(ReSEAT)

기술동향
다이제스트 (TLD)
(Techno Leader's
Digest)

나노위클리

세부유형 추진내용및성과

연구기획
종사자

산학연정
연구개발자

산학연
연구기획
종사자

정책결정자

산학연정
관련종사자

타깃층

‘제6차 정부혁신세계포럼’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2005년 5월)

수요
대응형

기업이신청한기술의사업성을종합분석.지원하여향후기술개발
및사업화의성공률제고

2005년: 66과제 2005년까지: 총 292과제

산업기술진흥협회 회원사(5,600여개) 수요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원로과학기술자네트워크활용·분석지원

2005년신규개발 : 40과제

기업보유기술의사업화애로사항에대한처방등
맞춤형분석제공

2005년신규개발 : 35과제

부품·소재기업/기관의정보분석요구에대한
신청을받아종합분석지원

2005년: 25과제 2005년까지: 총 35과제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회원 3만명의
분석신청에관련전문인력이맞춤형분석정보제공

2005년: 819과제 2005년까지: 총 2,575과제

KKIISSTTII 분분석석정정보보 유유형형별별 추추진진내내용용 및및 성성과과

분류

신기술·아이디어에
대한사업화타당성
평가지원

맞춤형최신이슈기
술동향분석
(ReSEAT)

기업보유기술
사업화전략수립
분석지원서비스
(Inno-Biz)

IOD 서비스
(Information On
Demand)

최신연구동향
수요맞춤형분석

세부유형 추진내용및성과

혁신형
중소기업/
예비창업자

산기협회원
기업연구소

혁신형
중소기업

부품소재분야
중소기업

KOSEN 회원

타깃층

005-2현재수정  2006.8.9 11:0 PM  페이지27   mac31 150LINE



1962 KISTI HISTORY 2006221 제2편 미래를 이끌 과학기술 핵심기관 222

기술자 네트워크 구축.운 사업은 국가과학기술진흥사업

중 우수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3,000여

건의 분석정보를 생산, 혁신형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및

사업화지원에적극활용하고있다. 

종합하면, KISTI는 분야별, 국가별 해외 모니터링 요원

체제 가동을 통한 Tech-Trend 정보생성, 고경력 원로과

학기술자 네트워크를 활용한 최신 동향 리뷰, 세계 최대

의과학기술자지식교환커뮤니티인 KOSEN에기반한이

용자 수요맞춤형 동향분석 등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상시

운 .활성화하고있다.

(4) KISTI 분석정보 활용 확대

KISTI에서구축한분석정보는기본적으로 KISTI 대표 정보서비스포털인 yesKiSTi 사이

트(http:// www. yes kisti.net)를 통해 상시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차세대성장 동력사

업의기술분야별 Vortal 사이트(http:// next10.yeskisti.net)를 개통하여차세대전지사

업단등 10개 사업단과연계, 수요를반 한사이트설계및관련정보를수집.제공하고있

다. KISTI 분석정보의 통합 서비스 사이트(http://analysis.kisti.re.kr)를 통해서 이용되

는분석정보의이용실적도대폭증가하고있다.

KISTI는 외부 유관기관과 분석 정보를 연계 이용하고 있으며, 해외과학기술동향, TLD

(Techno Leaders’Digest) 등의 정보를 동아사이언스, LG상남도서관, 포항공대 BRIC 등

27개 사이트에 제공하고, 각 개별 사이트의 이용자들도 분석정보를 검색·이용할 수 있게

하고있다. 또한, 동아일보, 중앙일보, 월간전기산업등 17개기관과협약을체결, KISTI 

※ analysis.kisti.re.kr 사이트는 해외과기동향(tech-trend), 첨단기술정보분석(tech-brief), 전략분석보고서(tech-review), KOSEN
분석보고서, TLD(Techno Leader's Digest) 및 나노위클리등총 1만 4,267건(2005년기준)을종합서비스하고있음.

분석정보를 기사원으로 제공하고 있고, 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첨단기술정보분석, 전략

분석보고서등을민간기업연구소에제공하고있다. 또한주기적으로생성되는정보는맞춤

형이메일 push 서비스로확산하여해외과학기술동향, 원로과학기술자첨단기술정보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다. 더 나아가, 온라인과 오프라인 채널의 병행을 통해 분석정보의

확산을 극대화하고 있으며, TLD(540곳 배포), 나노위클리(600곳 배포), 전략분석보고서

(300곳 배포) 등은 연구기획 핵심 전문가, 정책담당자들의 요구에 따라 인쇄본을 제공하

고, 주요연구기관및도서관에는무료로제공하고있다.

4 ) 목표와 비전

혁신주도형 경제체제와 과학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는 과거의 추격적

전략(catch-up strategy)을 포기할 수는 없지만, 동시에 선택과 집중으로 원천기술을 확

보해야하는단계에이르고있다. 단순한과학기술의추적보다는국가적아젠다에맞춘전

략적지식의창출과혁신시스템의구축이필요하다. 

따라서, 이와같이국가과학기술정책방향이전환되는과정에서관련연구개발동향, 전

략기술, 산업에 대한 선행조사 및 분석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에

대한 전략성 확보, 사전기획.조정 및 조사.분석.평가 기능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통해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종합조정 기능의 내실화를 지원할 수 있는 과학기술 선도형 정

보분석체제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가적 니즈 및 수요지향적 연구개발을 지원

하고 나아가서 국가연구개발사

업의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연구

기획 강화를 위해서는 상시적인

R&D 전략정보분석체제의 구축

도시급하다하겠다.

국가적으로는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

mation System : 국가과학기

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과 연계

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객관화

된 지식계량분석 체제 구축이

시급하며, 정보의 기하급수적

증감

통통합합 서서비비스스 사사이이트트((hhttttpp::////aannaallyyssiiss..kkiissttii..rree..kkrr))를를 통통한한 이이용용실실적적

구분

접속건수

다운로드

322,820

548,795

490,190

749,118

+51.8%

+36.5%

2004년 2005년

TLD : Techno Leaders’Digest
(2004년 5월~현재)

KISTI 정보분석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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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로 인해 로벌 지식정보를 전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식정보의 고급화 및 활용가치

를 극대화하기 위한 연구사업의 중요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지식정보의 고급화와 활용

가치 극대화를 통해 R&D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성공률을 제고하며, 결과적으로 연구성

과품질제고를유도함으로써R&D 투입자원의효율성을높일수있을것이다.

최근 국제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로벌 동향의 분석(global monitoring), 지식계량분

석 (knowledge-metrics), 기술의 위치와 수준분석(technology mapping), 폭발적으로 증

가하는 정보에서 가치 있는 새로운 부가가치 지식을 창출하는 KDD(Knowledge

Discovery in Database) 등이 정보분석의 주요 연구과제들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분

야의 연구사업은 정보자원, 전문가 네트워크, 정보분석가 등이 결합된 체계적이고 조직적

인인프라가필수적이다. 이러한대내외환경변화에대처하기위해, KISTI도 변화를적극

적으로 수용함으로써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능동형 정

보분석체제의구축을모색하고있다. 

구체적으로, 연구개발 과제에 대한 로벌 동향과 경쟁력 등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야

한다. 국가나 기업 차원에서도 연구과제의 방향과 목표가 올바르게 진행되고 있는지, 로

벌 차원의 과학기술동향을 충분히 반 하 는지를 사전에 또는 진행단계에서 충분히 검토

하고 고려해야 한다. 한정된 자원과 효율적인 자원 투자를 위해서 연구방향의 트렌드를 분

석하고수행하려는연구과제의포지셔닝을분석하는것도중요하다.  

이러한 정보분석 방향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를 제도화하고 시스템화하는 기반이 구축

되어야할것이다. 즉, 과학기술지식자원이 2%밖에생산되지않는우리나라로서는 전세

ㅇ과학기술정보분석정량예측지표.모델개발및기반시스템구축
ㅇ국내외과학기술동향분석고도화및네트워크활성화
ㅇR&BD 지원체제기반구축
ㅇ나노정보기초연구및기반구축

ㅇ정보분석혁신정책기반예측지표.모델개발및기반시스템구축
ㅇ국내외과학기술동향분석네트워크활용고도화
ㅇR&BD 지원체제고도화
ㅇ나노정보성장및고도화

ㅇ정보분석복잡계예측지표.모델개발및기반시스템구축
ㅇ과학기술분야별동향분석네트워크 Spin off 및 분산통합체제구축
ㅇR&BD 지원체제완성
ㅇ 로벌나노네트워크화

단단계계별별 달달성성목목표표

단계

1단계
(2004~2006년)

2단계
(2007~2009년)

3단계
(2010~2012년)

주요내용및범위

계의 지식을 스크리닝,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연구방향과 연구수행에 적절히 반 하도록

하는 정보체제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KISTI는 추진 목표

와 단계별 달성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고 있다. 총괄 추진 목표는 첫째, 국가 R&D 연

구기획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분석 정보 제공 체제를 확립하고, 둘째, 고급 분석정보

제공으로연구개발사업의효율성제고및생산성향상에기여한다.

또한, 정보분석 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실천 로드맵을 달성할 계획이

다. 이로써국가연구개발경쟁력강화및지능형 e-R&D 기반의형성을선도하여, 구조화

되고구체화된정보분석.평가.예측도구를제공함으로써각각의혁신주체(정부, 대학, 출연

연구소, 기업 등)로 하여금 국가핵심 연구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

한, e-R&D의 하드웨어적 기반에서 연구개발의 흐름과 방향을 파악하고 미래 지식발견을

가능케하는소프트웨어적기반을제공함으로써국제경쟁력을제고할수있을것이다.

궁극적으로, 연구개발활동의효율성향상과연구기획에있어노력과비용의대폭적인절

감을 가능케 함으로써, 연구 활동의 정보수집과 분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약 20%까

지줄일수있어연구생산성향상에크게기여할것이다. 

KKIISSTTII 정정보보분분석석사사업업 추추진진 로로드드맵맵

005-2현재수정  2006.8.9 11:0 PM  페이지31   mac31 150LINE



1962 KISTI HISTORY 2006 226225 과학기술 INFOSTORY

2000년 6월15일, 평양에서는광복이후세계를놀라게한세기적인사건이일어났다. 2000

년6월13일김대중대통령과정부고위관리들이비행기를타고평양에도착했고3일간의 고당

기는숨막히는두정상간의회담을통해6.15 공동선언이발표된것이다. 이선언에따라이산이라

는한맺힌사연을가지고살고있었던가족들이상봉하는드라마같은상황이연출되기도했다. 남

북한이산가족들이나텔레비전을시청하는사람들모두뜨거운눈물을흘렸던감동적인순간이아

닐수없었다.   

그러나감격의순간도잠시, 이를지켜보던KISTI는남북간화해와협력무드를과학기술계에서

어떻게이어갈지걱정이앞서기시작했다. 6.15 공동선언이이뤄지기전에도예술, 경제분야는여

러가지통로를통해조금씩교류가이뤄지고있었지만과학계는그런통로가거의없었기때문이

다. 과학기술분야에서도따로흩어져있던남과북의과학기술인프라를연계해정보자원화하고이

지식을우리민족의발전을위한기반으로구축할수있다면엄청난시너지효과를볼수있을것이

며, 이는후세에남길귀중한자원이될것이분명한데말이다. 가장어려운문제는북한의자료를구

하는것이었다. 전세계네트워크를넘나들며과학기술정보수집하는데는잔뼈가굵은KISTI의

정보수집베테랑들에게도북한자료의수집은그야말로고난의연속이었다. 북한과학기술자료는

남한내에서도아무나볼수없는특수자료로분류돼있었고, 또객관적이고명료해야할논문조차

북한지도자를찬양하는문구가빠지지않으니우리체제에서그것을그대로받아들이는것역시

쉽지않은문제 기때문이었다. 그러나우리는‘문을여는열쇠가없다면물방울이바위를깨듯이

끊임없이두드려라’라는말을떠올리며중국과일본그리고남한내여러기관을찾아다니는강행

군을계속했고, 그것을바탕으로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웹사이트를2002년3월에개설하게되었

다. 2001년부터5년의세월을지내면서40만건에이르는북한정보를수집할수있었고, 이들하나

하나는남과북을과학기술로연결하는통로역할을하게되었다.

사이트가만들어지자북한의과학기술정보에목말라하고있었던산업계와학계그리고이

사이트사업의주무부처를맡고있던과학기술부에서도“국가입장에서매우기초적인사업이고,

남북과학기술협력의 주요 정보 제공처로써 큰 역할이 기대된다”는 찬사가 쏟아졌다. 그

동안밤낮을가리지않고일해온노고와피로가일순간에사라졌다.  

남과북을연결하는전초기지가된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가만들어

지고나서약8개월이지난2003년1월20일, 중국심양의한호텔에서과학기술정보수집을주요

업무로하는우리나라의KIST와같은임무를수행하는북한의‘국가과학원중앙과학기술통보사

(CIAST)’의최고책임자가만났다. 남북화해라는급물살을타면서도두기관의만남이조급하지

않고신중하게진행된것은두기관이남북협력전초기지로서정보제공역할을하면서 KISTI-

CIAST간협력도병행해야한다는부담을가지고있었기때문이다. KISTI의조 화원장과북한

CIAST의주성룡사장의첫만남은어색했지만얼마지나지않아‘우리는한민족이라는것’과‘같

은일을하고있다’는동질감으로금세화기애애한분위기로회담이진행됐다. 과학기술정보수집

전문기관간의최초의만남이며과학계에서남북간의교류가민족공 을위해중요한일임을공감

하는최고의성과를거둔회동이었다. 두수장의만남이있은후남과북의과학기술협력사업은하

나씩그리고천천히내실있게이뤄졌다. 북한의학술지데이터베이스가남한으로디지털화되어왔

을뿐아니라일반인들에게도널리알려진첫결실은민족의 산백두산에관한디지털과학기술

총서인‘백두산의자연’멀티미디어콘텐트개발이다. 여기에는광범위한학술자료도포함되어있

다. 북한의학자들로구성된백두산탐사대가백두산의형성과자연지리적특성을조사연구한결

과를집대성한것으로, 북한의연구자료인2천2백면의‘백두산총서’원문자료를수록하고있다.

또한‘백두산자연백과’라고일컬을수있을정도로동식물명등용어에대한상세한해설과풍부한

사진자료등을수록하고있어서민족의 산으로일컬어지는백두산의동물, 식물, 기후, 지하자원

등을연구하는귀중한기반자료로서의역할을하게되었다. 그리고그후남북협력사업의일환으

로추진돼완성된것이남북한천연기념물콘텐트 다. 북한의천연기념물360여종과문화재청에

서제공한남한의천연기념물340여종에대한자세한개요, 지정현황및내용, 분류별검색, 지도

를통한지역별조회등이제공되는남북한천연기념물콘텐트서비스가실시됐다. 

북한에대한방대한자료수집그리고성공적인남북과학기술협력사업으로KISTI는북한과학기

술을가장잘아는공공기관, 북한과의남북협력에서가장좋은성과를낸연구기관으로알려지게

됐다. 그래서북한과과학기술협력을하고자하는이들에게있어서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웹사이

트와KISTI는빼놓을수없는중요한존재가됐다. 또한KISTI는전문연구지인‘북한과학기술연

구’를매년발간하고남북협력의접촉점을쉽게찾을수있도록남북과학기술온라인협력센터를

운 하고있다. 남북한과학기술이하나로힘을모아더욱부강한미래를이끌어나가는꿈, 그꿈

의기초를닦기위해오늘도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는내실을키워가고있다.

남남북북한한을을하하나나로로,, 

북북한한과과학학기기술술네네트트워워크크(( NNKK테테크크))
/ 최현규 팀장, 동향정보분석팀
hkchoi@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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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하여연구자에게제공한다. 제2단계는언제어디서나이와같은가상연구환경을활용

케하는것이며, 마지막단계에서는이러한첨단가상연구개발환경을고도화(예, 슈퍼컴퓨

팅자원을현재의 1,000배수준)한다는것이다. 

장기발전 계획은 과거 슈퍼컴퓨팅 자원에 비하여 확장된 슈퍼컴퓨터 3호기 시스템과 국

내외 초고속 연구망의 광대역 증설을 기반으로 기획되었다. 이러한 초고속연구망과 첨단

슈퍼컴퓨팅장비는과거에시도하지못했던연구개발을수행할수있게하 다.

(2) 주요 성과

①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2000년도 말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이 추진되었다. 이로써 슈퍼컴퓨팅 자원이 확충

되면서, 슈퍼컴퓨터 2호기가 운 되던 기간에 마련된 슈퍼

컴퓨팅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할 수 있

는 토대가 마련되었다. 슈퍼컴퓨터 3호기의 도입.운 은

국내 계산과학 분야에 있어 본격적인 사용자 지원을 가능

케 한 기초 자원으로서의 역할과 함께 국제적으로는 명실

상부한슈퍼컴퓨팅센터로자리매김할수있는토대를제공했다는데의미가있었다. 

2001년 1월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가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KISTI)으로 통합되었고, 그 해 슈퍼컴퓨터 3호기인 NEC SX-5, IBM p690의

도입설치가 시작되었다. 1988년에 국내 처음으로 도입 운 된 슈퍼컴퓨터인 Cray 2S와 2

호기인 Cray C90은 모두 벡터형 슈퍼컴퓨터 다. 20여 년 간 국내 슈퍼컴퓨터 사용자들

이 벡터형 기종에 적응되었기 때문에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이러한 상황을 3호기 도입

에반 할수밖에없었다. 이에그당시세계최고수준의벡터형기종인NEC 시스템을선

정하기에 이른다. 이로써 벡터형 연산에 익숙한 국내 계산과학자들은 중단 없이 연구개발

활동을할수있게되었다. 

② 병렬형 슈퍼컴퓨터 시스템
슈퍼컴퓨팅 수요가 급증하자 그동안 운 되고 있었던 슈퍼컴퓨팅 시스템으로는 국내 수요

를충족시킬수없는처지가되었다. 이 때문에다소나마수요와공급의불일치를해소하기

위하여Cray사의MPP 병렬형슈퍼컴퓨터인Cray T3E와 Compaq사의 SMP 병렬형슈퍼

44.. 슈슈퍼퍼컴컴퓨퓨팅팅인인프프라라 및및 초초고고속속연연구구망망 개개발발ㆍㆍ운운

1 ) 슈퍼컴퓨팅인프라 개발.운

(1) 사업 개요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국가 최고의 지식기반 정보인프라 구축을 통하여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과 국민 복리 증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한다는 목적 하에, 기관 창립 이래 지

속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하여 왔다. 이를 위해 첨단 과학기술 인프라인 초고

속 연구망을 기반으로 한 슈퍼컴퓨팅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유도와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의 슈퍼컴퓨팅 응용연구 저변 확대를 위하여 내부의 연구지원 능력을 강화하여 왔다. 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발전에 따른 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 슈퍼컴퓨팅 관련 기술개발과 초

고속연구망의고도화에도끊임없는노력을경주하여왔다.

2001년도 슈퍼컴퓨팅센터는 슈퍼컴퓨팅시스템 운 , 이용 환경의 최적화 및 슈퍼컴퓨터

사용자지원등을수행하는‘슈퍼컴퓨팅운 실’, PC 클러스터구축기술, 메타컴퓨팅인프

라 구축 기술 및 대내외 협력 및 홍보 등을 위한‘슈퍼컴

퓨팅개발실’, 그리고 슈퍼컴퓨팅 관련 기술 동향 분석 및

계획 수립, 슈퍼컴퓨팅 응용기술 개발, 슈퍼컴퓨팅 시스

템기술 개발 및 슈퍼컴퓨팅 사용자 전문기술 서비스 등을

전반하는‘슈퍼컴퓨팅응용실’등 3개 실 체제로, 대내외

사용자지원및슈퍼컴퓨팅관련기술개발을수행하 다.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연구개발 사업과 연구지원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2003년도에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

함은 물론, 조직을 재정비하기에 이른다. 국내 최고의 첨

단 슈퍼컴퓨팅 및 초고속 연구망 자원을 운 하는‘자원

센터(Resource Center)’, 국내 최고의 첨단 자원을 운 ·활용 및 응용하는‘기술센터

(Technology Center)’, 새로운 컴퓨팅 및 연구망 기술을 시험하고 그 경험을 유관기관에

전수하는‘시험센터(Testbed Center)’, 국내 최고의 자원과 기술을 기반으로 새로운 지식

을 창조하는‘가치센터(Value-adding Center)’등을 주요 기능으로 정의하고, 모든 연구

개발및사업에서선택과집중을할수있는여건을마련하 다.

KISTI 슈퍼컴퓨팅센터가 수립한 장기발전 계획은 다음과 같다. 제1단계로, 슈퍼컴퓨팅

자원, 첨단실험장비, 휴먼네트워크, 첨단연구자료및연구성과물등국가첨단연구장비를

한국슈퍼컴퓨팅 워크숍 2004
(2004년10월)

슈퍼컴퓨터 3호기 노벨가동식
(2002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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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인HPC160, HPC320, GS320 등이보조시스템으

로3호기도입전에투입되었다.

이들 기종은 이제껏 슈퍼컴퓨팅 응용연구자들이 접해보

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슈퍼컴퓨터로서 벡터형 연구환경

에 익숙한 연구자들에게는 새로 도입된 슈퍼컴퓨터의 활

용이새로운도전과제로여겨졌다. 당시벡터형슈퍼컴퓨

터에 적합한 프로그램에 익숙한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프

로그램의 병렬화는 넘어야 할 높은 산과 같았다. 이로 인

해 병렬형 컴퓨터 등장의 여파가 국내 연구개발자뿐만 아

니라이들에게서비스를제공하는슈퍼컴퓨팅센터에까지 려왔다.

③ 슈퍼컴퓨팅 사용자 지원
슈퍼컴퓨팅사용자지원은국가슈퍼컴퓨팅응용분야에서의세계적연구성과창출을목표

로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내 계산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에 필

요한 각종 지원을 수행할 수 있는 지원체제를 구축하 다. 계산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내부

인력으로확충하여이들로하여금분야별슈퍼컴퓨팅연구분야의저변확대를도모하 다.

내부분야별전문가는각해당응용연구분야에서의슈퍼컴퓨팅활용기술개발과해당분

야 사용자의 연구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사용자 지원을 수행하 다. 또, 응용분야별

슈퍼컴퓨터 사용자 교재 개발 및 전수를 포함하여 신규 시스템의 활용기술 개발을 수행하

다. 이러한 내부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하여 2000년도에 시행된‘슈퍼컴퓨팅 응용 전략

과제지원프로그램’은KISTI 슈퍼컴퓨팅센터의대표응용지원프로그램으로부각되었다.   

연구에필요한슈퍼컴퓨팅자원은‘슈퍼컴퓨터사용자위원회’에서조정하여무상지원하 다.  

2002년, 응용연구자를 대상으로 신개념의 슈퍼컴퓨팅 지원 프로그램이 시행되었다.

2002년도 초부터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거대도전(Grand Challenge)’과제가 그것이

다. 거대도전 과제 지원을 통하여 국내 초대형 응용연구에 대한 도전의식을 확산하는 효과

를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자원을 전적으로 무상 제공하는 정책을 세우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센터의모든역량을집결하 다. 

또한, 슈퍼컴퓨터 3호기의 도입과 동시에 슈퍼컴퓨팅센터의 인력이 크게 보강되어 고급

의사용자지원이가능하게되었다. 사용자지원의내용은, 슈퍼컴퓨팅자원제공과 KISTI

슈퍼컴퓨팅센터보유자원을활용함에있어최적화된코드의이용을최우선으로하기때문에

슈퍼컴퓨팅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에 최적화 기술이 제공되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슈퍼컴

퓨터 3호기의주력기종인 IBM p690 시스템을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서는절대적으로

요구되는병렬화기법도무상으로제공하고있으며, 이에대한성과또한매우높은편이었다.

슈퍼컴퓨터 사용자 지원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으로 2006년 현재 총 6개의 무상 사용자

지원프로그램을운 하고있다. 2000년도부터시행해온연구지원과제인‘슈퍼컴퓨팅응

용전략과제’, 슈퍼컴퓨터 3호기의확장된자원을활용하여초거대응용연구과제에적용해

온‘거대도전과제’, ‘국가 연구개발 지원기관과의 연계과제’, 2005년 말부터 시행한

KISTI 슈퍼컴퓨터의 성능과 기능 파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초보자 지원 프로그램’,

중점연구분야의연구과제에대하여장기적으로독점자원을제공하는‘중점과제연구지원

프로그램’, 그리고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과 같이 연구여건이 미흡한 산업체의 기술적 애로

사항을슈퍼컴퓨팅응용기술을기반으로해결.지원하는‘산업체기술지원사업’등이그것

이다.

각각 2001년, 2002년도부터 시행해 온 전략과제와 거대

도전과제를 통한 사용자 연구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총 189

개의응용연구과제가지원되었으며, 국내외 SCI급 논문총

206편이 창출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로써 슈퍼컴퓨팅센

터의 사용자지원 프로그램이 높은 연구생산성을 제공하는

우수한연구지원프로그램임이입증된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성과의 창출에 힘입어 국내 슈퍼컴퓨팅

분야 응용연구자들에게 슈퍼컴퓨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이 높아졌고, 이 때문에 전 분야에 걸친 슈퍼컴퓨터 사용자

확대가 가능해졌다. 이는 KISTI 슈퍼컴퓨팅센터가 추구하는, 국가연구개발에 일조한다는

사업목적과부합하는것이다.  

슈퍼컴퓨터 사용자들은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연구

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응용 소프트웨어 또한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어 연구 생산성 향상에

큰 도움을 주었다.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각 응용분야별로 주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최

적화된 시스템에 설치하여 사용자들이 슈퍼컴퓨터를 좀 더 쉽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

도록지원하 다. 

테라 컴퓨팅 & 네트워킹 시대 개막 기념식
(2003년 12월)

KISTI 슈퍼컴퓨팅센터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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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슈퍼컴퓨팅기반 첨단 연구환경 구축
한편국제적으로는슈퍼컴퓨터를국가기반시설로활용하여연구생산성을높이고, 국가간

혹은기관간의자원을공동활용하고자하는‘그리드프로젝트(Grid project)’가급진적으로

추진되고있었다. 국내에서도슈퍼컴퓨팅핵심응용연구분야를창출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

높여야한다는필요성이대두되기시작하 고, 이러한노력은슈퍼컴퓨팅센터를중심으로가

시화되기시작하 다. 이러한대내외의요구와기관의노력으로국가그리드구축사업이 5년

동안진행되기에이른다. 

그리드사업의초창기에는‘테라클러스터개발’, ‘메타컴퓨팅인프라구축기술개발’, 그리

고‘국내외슈퍼컴퓨팅센터간협력’등의사업이추진되었다. KISTI 슈퍼컴퓨팅센터가국가

그리드구축사업을수행하게된것은그동안의슈퍼컴퓨팅인프라의구축기술과고속의연구

망구축기술이있었기때문이었다. 그리드구축사업을통하여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우

수한인력을확보할수있는재정적여건을마련할수있게되었고, 이로써양적.질적성장을

할수있는계기로삼게되었다.

오늘날국내외의연구행태에있어점진적인변화가나타나고있다. 응용연구분야의연구

과제들이대형화되고, 타연구분야의 역을포함하는다중학문(multi-disciplinary) 분야로

과학기술의형태가진화하고있으며, 이러한현상은전세계적인추세가되었다. 이에세계각

국의슈퍼컴퓨팅관련기관은정부의지원으로나름의대응전략을수립하고, 슈퍼컴퓨팅자원

을포함한첨단과학기술개발인프라의확충및상호연계에대한노력을경쟁적으로추진하

고있다. 이에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국가그리드인프라를바탕으로한가상연구개발환경

(e-Science) 구축기술로첨단과학기술장비와세계적수준의슈퍼컴퓨팅자원을언제어디

서나사용할수있도록함으로써과학기술연구개발에있어서선도적인역할을수행한다는미

래비전을수립하게되었다.

(3) 슈퍼컴퓨팅인프라 구축의 미래 도전

21세기는 첨단 슈퍼컴퓨팅 장비와 첨단 연구장비, 그리고 이들을 자유자재로 활용 가능하게

하는원격제어기술및소프트웨어의발전과함께, 이들이마치하나의자원처럼활용될것으

로예측된다. 주지하는바와같이,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국내최대규모의첨단연구장비

의운 과이의효율적활용을가능케하는슈퍼컴퓨팅및초고속연구망등에대한기술개발

을수행하고있어, 신개념의연구개발환경에대한요구와이를적극적이고창조적으로대응

해야할사명이있다고할수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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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초거거대대 응응용용연연구구 지지원원
1. 세계 최대 규모의 우리우주 시뮬레이션(고등과학원 박창범 교수)
- 슈퍼컴 3호기 IBM p690으로지원된과제중최대의지원
- 우주거대구조물의형성과진화과정규명

2.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의 패턴 전사에 관한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김경웅 교수)

- 거대도전과제지원
- 나노스케일에서의제조공정및재료설계에이론제시

3. 난류경계층의 유동에서 벽면마찰력과 거대구조와의
상관관계 연구(서울대학교 최해천 교수) 

- 거대도전과제지원
- 난류의거대구조와벽면마찰력의상관관계규명을토대로난류제어가가능한방법제안

국국가가 중중요요 응응용용연연구구 지지원원
1. 고분해능 전구 모형 개발 및 중장기 예측성 평가(연세대학교 홍성유 교수)
- 거대도전과제지원
- 국내독자적인중기예보시스템개발

2. 나노 전자 방출 연구(서울대학교 임지순 교수)
- 전략과제지원
- 전자방출디스플레이의기본단위제안, 평면디스플레이의원천기술개발

3.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소저장합금체 연구(한국과학기술원 강정구 교수)
- 전략과제지원
- 미래에너지원인수소를안전하고최소의용량으로저장할수있는원천기술개발

실실생생활활 적적용용 기기술술 연연구구
1. 김치냉장고 설계(위니아 만도, 군산대 윤준원 교수)
- 산업체기술지원사업지원
- 실생활에필요한김치냉장고의설계를수치시뮬레이션을통해수행하여제품의완성도를높일수있었음

2. 점탄성 소재를 이용한 제진 장치 개발((주)티이솔루션, 전남대 황재승 교수)
- 산업체기술지원사업지원
- 구조물의안정성과사용편이성을향상시키기위한제진장치개발

3. 유한요소 모델링에 의한 경비행기 구조 해석 및 설계
- 산업체기술지원사업지원
- 국내독자적인경비행기설계및최소개발비용

주주요요 성성과과

한국고등과학원 물리학부 박창범 교수팀이 KISTI의
거대도전 프로젝트를 활용해 우주 도 분포를

시뮬레이션한 모습 (2004~2005년)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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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함으로써 생물학 관련 연구자들의 연구를 돕는 일이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KISTI에서는이러한문제점을극복하고시대적필요성에발맞추어국가경쟁력의근간이될

수있는바이오정보인프라의주역이되고자바이오인포매틱스사업을시작하게되었다.

② KISTI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의 연혁
KISTI에서는이미오래전부터과학관련데이터베이스구축및서비스업무를수행하여왔

다. 1996년에는국제과학기술연맹산하의국제과학기술데이터위원회의한국대표기관으로

선정되어과학기술관련사실(factual) 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서비스를개시하 고, 1997년

에는사실정보사업실이출범하 다. 사실정보사업실에서는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구축사

업의일환으로2000년에신약, 유전자, 인체 상DB를구축, 서비스를개시하 다. 

사실정보사업실을모태로하여 2001년에는바이오인포매틱스사업실이출범되어본격적으

로유전체와단백질DB를구축, 서비스하기시작하 다. 특히, 과학기술부에서지정한국가유

전체정보센터(NGIC)의공동연구기관으로지정되어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협력, 국내외생물

정보수집및서비스업무를담당해오고있다. 

2002년에는 바이오인포매틱스센터로 확대.개편되면서 유전자.단백질 업무 외에도 생물다

양성, 한국인의인체 상관련연구도함께수행하기시작하 다. 2003년에는국제생물다양

성정보기구(GBIF) 국가거점기관(National Node)으로 승인되었고, 2006년부터는 아시아권

역을대표하여국제생물다양성정보를미러링서비스하고있다.

2001년이래, 국내바이오인포매틱스분야저변확대를위해해마다생물정보학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는 일본 AIST(National Institute of Advanced 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산하의 CBRC(Computational Biology Research Center)와 공

동으로국제심포지엄을개최하고있다. 

일본 CBRC, 이스라엘 Weizmann Institute, 국립보건원, 분자설계연구센터, 충남대 유전

체연구센터, 농업생명공학연구원, 포항공대생명공학연구센터등국내외주요연구소및대

학과MOU를체결하여협력하고있다.

③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의 목적 및 주요 사업 분야
바이오인포매틱스 연구에 필요한 국가 인프라 시스템을 구축하고 핵심 기반기술을 축적하

여 국내 산.학.연의 관련 연구자들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IT 측면에서 지

원하는역할을수행하고있다. 주요사업내용은다음과같다.

이러한 역사적 사명의식을 바탕으로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고도의 정보통신 사회에서 첨

단과학기술인프라를사회전체에서널리활용될수있도록해야하는절대적임무를가지고

있다. 따라서모든국민이과학기술인프라를유용하게이용할수있는환경을구축하고, 또한

제공되는자원에대한신뢰성을확보하며우수한과학기술인프라의활용활성화를위한지속

적인연구개발을계속해나갈것이다.

(4) 바이오인포매틱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제공

KISTI에서는생명현상연구를위한국가적 IT 인프라(데이터베이스, 분석도구, 컴퓨팅시스

템등)를구축하여연구자들을지원하기위해바이오인포매틱스사업을수행하고있다. 

GenBank,PDB, SWISS-PROT 등세계주요생물정보DB를국내에서도쉽게이용할수있

도록자체적으로구축하여서비스하고있으며, 각종서열분석서비스도제공하고있다. 신호

전달데이터베이스구축및내비게이션시스템, Bio-Workflow 등의분석도구를개발하고있

으며, 생명정보웹서비스및생물정보데이터표준화를추진하고있다.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국가유전체정보센터(National Genome Information Center :

NGIC)의 공동연구기관으로서‘생물정보 데이터.도구 통합 시스템(Integrated Bioin-

formatics System : IBS)’을성공적으로개발하 다. 또한, 국가를대표하여국제생물다양성

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 GBIF)에 참여하고있으며, 아시아권역의

미러사이트도운 하고있다.

① 바이오인포매틱스의 중요성
인간게놈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 HGP)로대표되는유전체연구가활발해지면

서이과정에서발생하는방대한정보를처리하는기술의중요성또한커지고있다. 발달한실

험기법과 자동화된 실험장비 덕분에 염기서열뿐만 아니라 단백질 구조, 단백질 네트워크,

SNPs(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DNA 칩등에서도기하급수적으로데이터가쏟아

지고있다. 이를관리하고분석하는바이오인포매틱스는 21세기들어가장각광받는연구분

야인동시에중요한정보인프라로자리잡았다. 

이에국내생명공학연구자들이해외에의존하지않고자신의데이터를안전하게분석할수

있는국가적인프라의필요성이제기되었다. 산.학.연의생명공학연구자들은 IT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IT 측면에서 바이오인포매틱스 인프라를 구축하여 지원해주는 연구지원기관이

필요하다.  즉, 컴퓨터를활용해생물학데이터를수집, 관리하고저장.평가.분석하는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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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바이오인포매틱스를 위한 고속 및 대용량 컴퓨팅 시스템을 지원하고 있다. PC 클러

스터는국내연구자들의서열검색용으로활용되고있고, 데이터베이스서버는생물학데이

터베이스의 구축에 사용되고 있다. SMP(Symmetric Multi-Processor) 클러스터는 주로

대용량의전산생물학계산에활용되고있다. 

둘째, 국내연구진이홈페이지(http://www.ccbb.re.kr)

에 접속, 자신의 데이터를 편리하게 해석.분석할 수 있도

록 생물정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또는 미러링하여 무상

으로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는 중요 유전자 DB

(GenBank, Ensemble 등), 단백질 DB(PDB, PIR,

Swiss-Prot, CATH, MHCBN, BIND, DIP 등), 각종

동.식.미생물 자원 DB 등이 구축되어 있다. BLAST,

FASTA, ClustalW, InterProScan 등의중요분석서비

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각종 국내 바이오 데이터, 관련

소프트웨어, 유전자원의아카이브기능을수행하고있다.

셋째, 각종 분석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다. KISTI에서 자체 개발한 고속의 서열검

색시스템인 Bio-KRISTAL, 각종 단백질상호작용 DB를통합한‘통합신호전달네트워크

DB와 효과적인 내비게이션 도구’, 기존의 PCR(Polymerization Chain Reaction) 방법

을 개선한‘multiplex PCR Primer’등을 개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또한 생물학 및 생명

정보학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비용절감과 개발기간 단축 및 체계적인 수행을 위

해서표준화된 Bio-Workflow를개발하고있다. 웹 기반의workflow 플랫폼은시공을초

월한실시간공동연구와 e-Science 활성화등에도활용될것으로기대되고있다. 

넷째, 생물정보 데이터 통합과 도구 통합, 나아가 이들을 연계.통합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염기서열, 단백질 구조 등 생물정보 데이터의 완전 통합과 검색, BLAST를 비롯한

각종 생물정보 도구의 통합, Bio-Workflow 개발 등을 통해 각 도구를 컴포넌트로 사용하

여 일련의 작업 과정을 디자인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IBS(Integrated

Bioinformatics System)는 소규모는물론이고대규모데이터처리를수행하는, 생물정보

학 연구자와 개발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시스템으로 개발되고 있다. 1차 개발을 완료하여

2006년 4월부터사용자들에게서비스하고있으며지속적으로기능을개선시키고있다.

다섯째, 기 구축된 동.식.미생물자원의 DB를 유지.보수하고 인체 상 DB 데이터를 제공

하고 있다. 또한 국가를 대표하여 CODATA(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바이오인포매틱스 서비스 홈페이지

Technology) 사무국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아시아

권역을 대표하여 국제생물다양성기구(GBIF) 정보를 미

러링하고있다. 이외에도 2005년에‘BIT(생명정보기술)

연구기관 협의회’결성에 주도적으로 참여하 으며, 이

후 협의회를 통해 국내 바이오 데이터 표준화업무를 이

끌고 있다. KISTI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제공사업을통해국내산.학.연연구자들의연구

효율성을 높이고, 생명과학 산업의 국제 경쟁력 확보에

계속적으로진력할것이다.

2 ) 초고속연구망 고도화 . 활성화 . 국제화

(1) 사업 개요

최근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패러다임이 학문 간의 융합, 대형 실험 장비의 공동 활용,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등으로 변화되어 감에 따라, 이러한 연구로부터 발생되는 정보(데이터)의

양이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고 에너지물리, 천문우주, 생명과학, 기후기상, 핵융합

등과같은첨단과학기술응용연구분야에서는대규모연구

데이터의전송.처리를위해초당수기가비트(Gbps : Giga

bits per second, 1Gbps=초당 10억 (109)비트전송속도)의

데이터를 전송 가능케 하는 초고속의 국가연구망이 요구되

고 있다. KISTI에서는 국내 과학기술자들이 과학기술연구

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988년‘지식정보

사이버 연구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초고속 과학기술연구망

(이하‘초고속연구망’이라함)을 구축하 다. 현재국내산.

학.연 중심의 200여 연구개발 기관의 과학기술자들을 대상

으로 다양한 과학기술, 슈퍼컴퓨팅, 그리드 (Grid)와 이사

이언스(e-Science) 응용분야등의고성능네트워킹인프라

를 지원하고 있다. KREONET 백본은 서울~대전을 중심으로 전국 13개지역에 14개지역

망센터가관리.운 되고있으며, 지역망센터 간에는 2.5~20Gbps의 속도로 연동, 국가 과학

기술연구망인프라로서중추역할을수행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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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REONET은 대덕연구단지 내 7개 연구기관을

10Gbps 백본으로 연동한 대덕 첨단 과학기술 연구망(Super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Research Network :

SuperSIReN)을 구축, 고성능 네트워크 인프라를 통해

첨단연구개발선도를지원하고있다.

국제적으로는국제협업연구의활성화를위해서 1991년

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연구망과 연동하

여 KREONET  발전의전환점을마련해오고있다. 2005

년부터는 세계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

다, 네덜란드등 5개국과함께공동으로 10Gbps급의광네트워킹기반의 로벌과학기술

협업연구망(GLObal RIng net work for advanced Application Development :

GLORIAD)을 구축하고,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있어 국제 수준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

고있다. 초고속연구망은국내에구축된세계적수준의과학기술계산자원, 연구장비및정

보시스템을연계하여국내과학기술연구자들에게제공하고있다. 

또한국내 세계 100위권수준의뉴스정보및세계최고수준의 FTP 서비스를제공하고

있으며, IPv4/IPv6 도메인 네임 서비스와 메일링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자

원을 효율적으로 연계하고, 다양한 고부가가치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차세대핵심

네트워킹기술을연구개발하여적용하고있다.

(2) 사업 수행 내용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연구망 구축으로 국내 연구망 가입기관의 과학기술 연구자에게 초고

속연구네트워킹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 슈퍼컴퓨팅센터내에연구망사업팀과연구망개

발팀을 운 하고 있다. 초고속연구망 인프라의 고도화.활성화.국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5개의업무로구분하고, 상호협조를통해업무를수행하고있다.

① 초고속연구망 운 센터(Network Operation Center : NOC)
기본적인 초고속연구망 운 업무를 중심으로 백본 고도화, 액세스망 고도화, 국제연구망

고도화, 초고속연구망모니터링및분석, 중장기발전방안수립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초고속연구망백본회선및장비고도화를통해서울~대전(20Gbps), 대전~부산, 대전~

광주, 대전~대구(10Gbps) 등이고속화됨으로써, 전국 5대광역권에걸쳐 10Gbps급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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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역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한 9개 센터의 기가급 이용기관

을 확대 수용하기 위한 액세스 망 고도화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1기가급 이상의 고 대역폭

을요구하는첨단과학기술응용연구자들에게좀더광범위한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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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속연구망(KREONET) 제주지역망센터 개소
(2006년 4월)

11998888년년 11월월 KKRREEOONNEETT 프프로로젝젝트트 착착수수,, SSEERRII//MMOOSSTT로로국국제제 연연구구 네네트트워워크크 활활동동 개개시시
11998888년년 1122월월 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 11호호기기((CCrraayy IIII SS--44//112288)) 도도입입 및및KKRREEOONNEETT을을통통한한 서서비비스스 개개시시
11999911년년 66월월 CCEERRFFnneett//NNSSFFNNEETT((SSDDSSCC,, 미미국국)) 직직접접 연연동동
11999933년년 1122월월 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 22호호기기((CCrraayy--YYMMPP CC991166//551122)) 도도입입,, KKRREEOONNEETT 지지원원 강강화화
11999944년년 66월월 EEuurrooPPaaNNeett((UULLCCCC,, 유유럽럽)) 직직접접 연연동동
11999955년년 1100월월 IIMMNNEETT((KKDDDD,, 일일본본)) 직직접접 연연동동
22000000년년 66월월 KKRREEOONNEETT 백백본본 대대역역폭폭 강강화화

- 국내백본 : 서울~대전(155Mbps), 그 외 14개지역망센터(10~45Mbps)
- 해외백본 : 미국 [MCINET(16Mbps)], 일본 [IMNET(256Kbps)

22000011년년 55월월 NNSSFF SSTTAARR TTAAPP 직직접접 연연동동((4455MMbbppss))
- Teleglobe Internet (20Mbps) 직접연동
- KREONet2 서비스개시

22000011년년 66월월 SSTTAARR TTAAPP 연연동동((22계계층층))
Abilene/Internet2, CA*net3 연동(3계층)

22000011년년 88월월 IIPPvv66 ssTTLLAA 등등록록,, 66TTAAPP 연연동동
IPv4 멀티캐스트라우팅활성화, IP QoS 성능분석

22000022년년 국국가가 그그리리드드((GGrriidd)) 프프로로젝젝트트 개개시시
슈퍼컴퓨터 3호기도입
액세스그리드시스템국내최초구축

22000033년년 KKRREEOONNEETT 백백본본 대대역역폭폭 증증속속
- 국내백본 : 12개지역망센터(5Gbps)
- 해외백본 : Star Light 연동(미국, 1.2Gbps)
대덕 SuperSIReN 구축.운 (10Gbps)

22000044년년 KKRREEOONNEETT 백백본본 대대역역폭폭 증증속속
- 국내백본 : 12개지역망센터(10Gbps)
- 해외백본 : CSTNet 연동(중국, 155Mbps)

22000055년년 KKRREEOONNEETT 백백본본 대대역역폭폭 증증속속
- 국내백본 : 서울, 대전, 부산지역망센터(10~20Gbps)
지역망센터확대구축(12개→ 13개)

- 해외백본 : Big GLORIAD 연동(중국~한국~미국, 10Gbps)
GLORIAD 6개국(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컨소시엄핵심멤버참가

22000066년년 KKRREEOONNEETT 지지역역망망센센터터 확확대대
- 국내백본 : 서울, 대전, 부산, 대구, 광주지역망센터(10~20Gbps)
지역망센터확대구축(13개→ 14개) : 제주지역추가

KKRREEOONNEETT 역역사사

구구분분 주주요요성성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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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세세계계적적 수수준준의의 과과학학기기술술 계계산산자자원원,, 연연구구장장비비,, 정정보보 시시스스템템 연연계계 서서비비스스 제제공공
- 슈퍼컴퓨팅시스템(IBM p690, NEC SX-516, GS320/HPC320)
- 테라급클러스터(256 노드)
- 과학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바이오인포매틱스, 디지털라이브러리등)
- 협업연구시스템(SeeMore, ImmersaDesk, Access Grid system 등)
- 첨단과학연구장비(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 광입자가속기등)

22.. 차차세세대대 핵핵심심 네네트트워워크크 기기술술 연연구구개개발발 적적용용 서서비비스스 제제공공
- IPv4/IPv6 라우팅지원
- 멀티캐스트라우팅및성능측정
- 그리드미들웨어(Globus)/그리드패키지서비스
- 네트워크관리및분석(NLANR AMP, SLAC PingER, FlowScan+ Ver.2.0 등)
- 응용서비스수준의네트워크성능측정(SLA)
- 람다네트워킹/UCLP(User Controlled Light Path)

33.. 정정보보 서서비비스스
- 국내 1위, 세계 100위권수준의News 정보제공
- 국내외최고수준의 FTP 서비스구축운
- IPv4/IPv6 도메인네임서비스
- 메일링서비스

KKRREEOONNEETT 서서비비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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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국제협업연구를지원하기위해, 6개국공동으로전세계를 10Gbps급 광네트워킹

으로 연동하는 국제 로리아드 사업에 동참하여, 우리나라는 중국(홍콩)~한국(대전)~미

국(시애틀) 구간의국제연구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국제 로리아드사업은한국, 미

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6개국이 공동 참가, 지구 전체를 10G급 광 네트워

킹으로 연동하는 로벌 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 사업으로, 한국은 2005년 8월 1

일자로연동을완료하고국제연구망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또한 그리드(Grid), e-Science와 같은 분산된 지역(연구기관)에 위치한 고성능 컴퓨팅

자원, 대용량 데이터 저장장치, 첨단 연구 실험장비 등과 같은 고가의 국가 과학기술 연구

자원의연동을위해고성능네트워크자원환경을구축, 제공하고있다.

초고속연구망의 보다 효율적인 운 과 활용(이용지원)을 위해 NOC에서는 24시간 관제

및관리운 시스템을구축하여, 체계적인장애처리, 트래픽모니터링및분석업무를수행

하고 있다. 이러한 모니터링과 분석으로 초고속연구망 이용자 및 트래픽 특성을 파악하고

향후 발전계획 및 고도화 업무에 반 하고 있다. 2002년에 수립된‘초고속연구망 중장기

발전계획’에 기반하여 초고속연구망의 고도화를 이루어 왔으며, 2006년에는 초고속연구

망의 과거.현재를 돌아보고, 해외 선진연구망 벤치마킹을 통해 향후 수년간 초고속연구망

의나아갈방향을재정립하는새로운‘초고속연구망중장기발전계획’수립을추진중에있다.

② 초고속연구망 보안 센터(Network Security Center : NSC) 
NSC에서는 KREONET 보안업무(CERT-KREONET)와 과학기술정보보호사업(S&T-

SEC)을수행하고있다. 

CERT-KREONET은 기존 KREONET 보안 관제 시스템을 활용, 신규 인력의 확충으

로 보다 체계적이고 강화된 KREONET 이용기관의 침해사고 대응 및 보안지원 등의 서

비스를제공한다. CERT-KREONET은 2006년의 NSC의모토인 Clean-KREONET의

시발점으로서의역할을수행할것이다. 

Clean-KREONET은 첨단 연구정보 및 중요 연구자원의 정보보호 기능 강화를 통해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초고속연구망의 구축.운 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의 실현을 위

해 제공하는 침해대응 서비스로는 네트워크 트래픽 모니터링 및 접근 통제, 24시간 침해

공격시도 탐지 및 긴급대응 등 관제 서비스, 침해사고 대응지원을 위한 CERT-

KREONET 운 , 국내외유관기관과의대응협력체계구축등이있다. 

S&T-SEC(Science and Technology-SECurity)은 2005년에 시작된 사업으로 10개

기관에 대한 보안관제 및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많은 호평을 받고 있으며, 2006년에는

서비스대상기관을 20개로확대적용하여폭넓은과학기술정보에대한보안모니터링서

비스를제공하고있다. 

③ 초고속연구망 기술센터(Network Engineering Center : NEC) 
NEC에서는 KREONET의 관리자 및 이용자의 편의성을 증대시키고, KREONET의 이

용 효율성을 극대화시키기 위한 첨단망 엔지니어링 기술을 연구 개발하여 적용하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KREONET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해서, 네트

워크 상태 점검 및 트래픽 관리

도구(FlowScan+, AMP 등)와

네트워크 안전 진단 관리 도구

(NetWrap 등)를 연구개발하여

초고속연구망에적용하 다. 

네트워크 관리 도구는 관리자

에게 세부 이용 현황을 실시간

으로파악할수있게하며, 보안
초고속연구망 24시간 관제시스템 구축 운

(2003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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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 초고속연구망 워크숍, 로리아드 워크숍 등 국내.외

연구망관련워크숍등을개최하고있다. 

KREONET 관리운 과 활용에 관한 정보는 연구망 관련

홈페이지(kreonet.net, gloriad-kr.org)와 국. 문 브로

셔를 통해 제공되고 있다. 매년 하반기에는‘KREONET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실시, 이용실태와 요구사항을 파악

하고, 이들 결과를 KREONET 고도화에 반 하고 있다.

특히 고대역폭 네트워킹 및 대용량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로벌 프록시 서버 저장장치를 구축하여 국내외 공동 연

구를 지원하고 있다. ‘Bandwidth Challenge Day’를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로벌 프

록시서버를통한국제간대용량연구트래픽전송시험과성능측정연구를수행하고있다.

(3) 주요 성과

① 세계적 수준의 2.5~20Gbp급 초고속연구망 인프라 고도화 달성
서울~대전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지역, 14개 지역망 센터(Giga PoP)에 초고속연구망을

구축하 는데, 이는 국내 최고, 세계 수준의 광 람다(Lambda) 기반 최대 20Gbps급 백본

망으로서 국내 산.학.연 200여 연구기관의 과학기술자들에게 과학기술 응용연구 지원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9개 지역망 센터는 1Gbps급 이상의 액세스 망 수용이 가능한

지역 센터로, 첨단 과학기술응용 분야 약 40개 기관에 1~10Gbps급 액세스 링크를 활용할

수있는고성능액세스링크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② 세계적 수준의 중국~한국~미국간 GLORIAD 연동 서비스 제공

안정성을 강화함으로써 안전한 KREONET을 구현하게 한다. 또한, KREONET 이용자의

이용 성능 향상을 위한 QoS, 멀티캐스트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지원하 다. QoS는 높은

네트워크 안정성을 요구하는 응용연구자에게 고품질의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고, 멀티

캐스트는 화상회의와 같이 공동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효율적인 멀티미디어

전송이가능케한다.

최근 국가연구망들의 고속화가 요구됨에 따라 이들이 광 네트워크 기반으로 구축됨으로

써 광 네트워킹 기술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NEC에서는 광 네트워킹 기술인 사용

자제어 광 패스 할당기술(User Controlled Light Path : UCLP)을 캐나다의 기술지원을

통해 연구, 고대역폭을 요구하는 과학기술 응용연구자의 국제 협업연구 시 전용 광 패스를

할당해주고있다.

④ 초고속연구망 응용 센터(Network Application Center : NAC)
네트워크 기술 지식이 부족한 과학기술 응용연구자들이 불편 없이 KREONET을 활용, 연

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NAC에서는 KREONET 이용자의 응용 연구에 필요한

망응용기술지원을수행하고있다. 특히, 고에너지물리, 천문우주, 대기기상, 의료.생명과

학등의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는연구데이터의전송.분석.가시화등을위해서대용량데

이터전송이빈번히발생되고있는데, 이를위해서네트워크및시스템의성능향상이필요

하다. 

이를 위해네트워크튜닝기술연구와최적화된시스템공동활용지원을통해대용량연

구 데이터 전송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그 한 예로, 국내 과학기술자가 미국 시카고

주립대 및 캘리포니아 공대 등에 있는 과학기술자 간의 공동연구를 수행하면서 대용량 데

이터를 전송받기 위해 NAC로부터 기술을 지원받고 있다. 특히, 고 대역폭 네트워킹 및 대

용량 데이터 저장이 가능한 로벌 프록시 서버 저장장치를 구축하여 국내외 공동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 ‘Bandwidth Challenge Day’를 정하여 매월 정기적으로 로벌프록시

서버를통한국제간대용량연구트래픽전송시험과성능측정연구를수행하고있다.

⑤ 초고속연구망 사무국 업무
사무국에서는 KREONET 가입기관 지원업무와 IP 주소자원 등의 각종 자원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체계적인 지원업무를 위해 초고속연구망 위원회, 실무자협의회 등 협의체

를구성하여정보교류및자문활동을수행하고있으며, KREONET 이용활성화를위해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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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아드 연동도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 로리아드(GLORIAD) 개통식
(2005년 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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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초고속연구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이 해외 선진 연구자들과 동등한 위상에서

국제협업연구를수행할수있도록하는중요한초석을제공하고있다.

(4) 목표 및 비전

초고속연구망은 지난 5년 동안 KISTI 슈퍼컴퓨팅센터 내 4개 기능별 연구망 업무센터

(NOC, NSC, NEC, NAC)를 운 함으로써, 2001년까지는 과학기술 범용연구 네트워크로

서의 초고속연구망 고도화와 2005년까지는 그리드 중심 연구 네트워크로서의 초고속연구

망특성화를달성하 다. 

향후 e-Science 지원네트워크로서의초고속연구망첨단화를통해우리의초고속연구망

이 2010년까지미국과학재단에서지원하는고성능과학기술연구망수준의세계수준(G5

수준) 최첨단과학기술연구망으로도약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러한목표달성을통

해 초고속연구망이 슈퍼컴퓨팅, 그리드 및 e-Science 지원 환경의 필수 인프라임을 인식

시키고,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정보화 선도, 과학기술 혁신 및 국가 경쟁력 제고에 핵심 역

할을수행하는것을비전으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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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1일, 연구망분야의선진 6개국이세계최초로지구전체를 10Gbps급광람다

네트워킹으로 묶는 로리아드를 구축하 다. 우리나라는 중국(홍콩)~한국(대전)~미국(시

애틀) 구간을 10Gbps급으로 연동하여 국제 연구 트래픽 전송 서비스(ITS: International

Transit Service)를 제공하고있다. 

이에 앞서 2001년에는 한국~미국 간 45Mbps급 STAR TAP을 연동한 바 있으며, 2003

년 1.2Gbps급 StarLight 연동, 2004년 한국~중국 간 155Mbps급 CSTnet 연동을 통해

ITS 서비스를 제공하 다. 그러나, 그 어느 것보다 로리아드 연동을 통해 국내 연구자들

은수기가급의대역폭을요구하는국제협업응용연구를수행할수있게되었다.

③ 망 장애 및 보안 침해 사고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제 구축 서비스
국제 수준의 NOC, NSC 체제를 구축.운 함으로써 24시간 365일 네트워크 모니터링을

통한망 장애 및보안 침해공격 사고에 대해적극적으로 대응할 수있게 되었고, 이로써안

정적 연구망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2005년부터 수행하고 있는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S&T-SEC) 사업을통해, 주요연구정보자원에대한침해공격에체계적으로대응할수있

는기반을확보하여정부출연연구기관을대상으로제공하고있다.

④ 2005년 기가급 대역폭을 요구하는 첨단 과학기술 응용연구 원년 달성
2005년 국내 최초로, 해외 선진 연구자들과 공동으

로수Gbps급대역폭을요구하는선도응용연구를수

행하 다. 고 에너지물리, 천문우주, 과학적 가시화,

비압축 고화질 상(HDV) 전송 기술 등은 5Gbps 전

후의 고 대역폭을 요구하는 응용으로서,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10Gbps급 국내 액세스 망.백본 망.국제망

의완전한인프라가요구된다. 

특히 2005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슈퍼컴퓨팅 컨퍼

런스(SC2005)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캐나다 등 5개

국과 공동으로 고에너지물리 분야 연구 데이터 최고

전송속도를기록(150.57Gbps)하면서‘Bandwidth Challenge’상을공동수상하 다. 또

한 국제 그리드 학술대회(iGrid2005)에서는 천문우주(Sloan Digital Sky Survey :

SDSS) 분야에서최고전송속도를기록하 다. 

‘iGrid2005’에서 대용량 상 실시간 전송기술 시연
(2005년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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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의소설가베르나르베르베르는‘개미’라는소설에서수십, 수백억마리개미의뇌가모

여인간을능가하는지능을만든다는픽션을만들었다. 개미사회에서는이것이픽션일지모르나,

과학기술계에서 일반 PC가 모여 만드는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은 논픽션이다. 바로

Korea@Home이있기때문이다.

처음우리연구원에서@Home 프로젝트가시작된것은지난2001년, 정보통신부수탁사업으로

국가그리드사업과Korea@Home 프로젝트를구상하면서부터 다. 그중에서도고가의슈퍼컴

퓨터를직접사는대신인터넷을통해PC의유휴자원을모아마치슈퍼컴퓨터처럼활용할수있도

록하는Korea@Home은정말이지‘경제적’이고‘매력적’인프로젝트 다. 또당시정보통신관

련자들사이에는세계적으로성공한@Home 프로젝트인SETI@Home(외계의지적생명체를탐

사하기위해전세계의유휴컴퓨팅자원을모으는프로젝트) 등이잘알려져있어@Home 이란단

어가생소하지않았고, 더구나이미그때도우리의인터넷기술은세계최고수준이었다.

이러한배경을기반으로구상된 Korea@Home 프로젝트는빠르게진행됐다. 필자가6개월간정

보통신부에파견을갔다온직후당시초고속연구망사업실장이던황일선실장과최장원연구원을

필두로기본계획안이수립됐고, 마침내2002년2월, 정보통신부관계자들과‘산정호수합숙’을통

해구체적인가닥을잡았다. 그리고드디어2002년 1월 30일정보통신부는Korea@Home 프로

젝트에5년간약100억원을투입한다고발표했다. 

일반적으로문서작업, 인터넷, 게임등으로사용하는PC의CPU는최대능력대비10% 안팎이며,

나머지90% 정도는유휴상태로남아있다. 국내인터넷이용자수가3천만명이넘는다는것을고

려할때, 그가운데약0.5%만Korea@Home 프로젝트에참여해도세계10위수준의슈퍼컴퓨팅

파워인10테라플롭스의성능을구현할수있다는계산이나온다. 슈퍼컴퓨터의가격이수백억원

대에이른다는것을고려하면, 실로엄청난자원창출효과가아닐수없다. 

그러나이를위해서는두가지난제가존재했다. 먼저인터넷과PC의동적구성, 보안, 확장성,

자원관리, 표준화등을고려해안정적이고확장성높은Korea@Home 플랫폼을개발하는것이문제

다. 그러나우리연구원은1960년대KIST 전자계산실에서부터40년넘게컴퓨팅노하우를쌓아왔

기때문에사실, 기술적인문제는그다지어렵지않았다. 

정작우리가가장걱정한부분은따로있었다. ‘어떻게하면더많은회원을확보해더많은유휴자원

을모을수있을까’하는것이었다. 일반인들에게@Home은너무나생소한개념이었고, 또@Home

에참여하면바이러스피해를입는다거나개인정보가유출된다는식의터무니없는오해도적지않았

기때문이었다.

그러나우리의우려와는달리문제는쉽게풀려나갔다. 이미많은회원을확보하고있는포털기업이

나인터넷기업협회등과협력하면서적극적인홍보를펼칠수있게되었고, 그결과2002년8월에신

약후보물질탐색에PC 1,217대가모인데반해3개월뒤인2003년1월에는6,472대가참여하는등PC

수가급격히늘어났다.  또지난3년간바이오, 기상, IT 분야의첨단연구를지원하며약2천만건의

데이터를처리했고, 671년의CPU 기여시간을확보했다. 

그리고 2006년 5월 현재 Korea@Home은 약 6만 2천여 대의 PC 자원을 확보하여 최고성능

6.5Tflops, 평균성능3Tflops의컴퓨팅파워를창출할수있게됐다.

뜻밖의지원군도많았다. 가장기억에남는것은‘loveholic’회원이었다. Korea@Home 공식사이트

(www.koreaathome.org)에는 Korea@Home 프로젝트에가장많은기여를한회원들을랭킹하는

‘명예의전당’이라는코너가있는데, 항상2위와두배이상많은CPU 기여시간을기록하던회원이

바로loveholic이었다. 그런데알고보니그회원은겨우고등학교2학년학생이었다. 과학 재학교인

부산과학고등학교2학년학생이었는데, 학교전산실의컴퓨터20여대와친구들의컴퓨터를모조리

Korea@Home에등록시켜, 유휴자원을제공하고있다는것이었다. 노벨화학상수상자가되는게꿈

이라는 그 회원은“컴퓨팅 파워가 국가 과학기술 수준을 결정하는 시대가 됐다는 생각을 했고,

Korea@Home의컴퓨팅자원을이용해수행되는많은프로젝트들에나의작은노력이중요하게쓰

인다는것이뿌듯해더욱적극적으로참여하게됐다”고당당하게자신의의지를밝혀우리를감동시

켰었다. ‘이런학생들이있기에우리의미래가밝구나, 우리역시이들을위해더욱노력하지않으면

안되겠구나’하는생각을오래도록하게만들었던멋진지원군이었다.

Korea@Home을통해신약후보물질탐색, 로벌리스크관리등국가차원의대형프로젝트가더욱

빠르게진행되고, 더나은성과를올려우리나라를선진국반열에올릴수있을때까지Korea@Home

의힘찬행진은언제까지고계속될것이다.

네네티티즌즌이이만만드드는는슈슈퍼퍼컴컴퓨퓨팅팅세세상상,,
KKoorreeaa@@HHoommee 프프로로젝젝트트

/ 박학수 책임연구원, 연구망사업팀
hspark@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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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킴으로써 과학기술 정책의 참여도를 강화하기 위해

고객중심의Mailzine Service인‘KISTI 과학향기’서비스를수행하고있다.

2004년도에는 통합브랜드인 yesKiSTi를 개발, KISTI 사업 성과와 이용자 홍보에 있어

서 일관성 있는 시각 아이덴티티를 형성하고 커뮤니케이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 다.

‘yesKiSTi’에는 KISTI의 긍정적인 이미지와 함께, 고객 중심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고객 지향적 서비스가 함축되어 있다. One Voice, One Look(異口同聲, 一絲不亂) 체제를

구축하 으며, 이를통합과학기술정보서비스홈페이지 yeskisti.net에활용하고있다.   

(2) 사업 수행내용

국내과학기술연구자에게세계수준의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를제공하기위해업무를크

게 셋으로 구분하고, 마케팅적 접근 전략에 기반을 두어 상호협조를 통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① 고객중심의 정보마케팅을 통한 성과확산
최근국민의공감과사랑을받지않으면도태될수있으며, 그를 위해평가의냉정한잣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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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성성과과확확산산 및및 정정책책연연구구

1 ) 성과확산

(1) 사업개요

국경이 사라진 지식정보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개발투자를 통해 개

발되고 이를 상품화 및 사업화함으로써 국가적 부를 창출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

나, 선진국과 비교하여 볼 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의 이용 수준은 자원의 투입에 비하

여지식형성의과정관리나성과가매우낙후된것으로평가받고있다. 2001년 KDI의 연구

에 따르면 선진 5대국을 100으로 할 때, 한국의 투입지수는 90.2, 과정지수는 45.9, 성과

지수는 30.0으로나타났다. 

최근 정부의 정보화 정책에 있어서도 정보이용의 촉진을 통해 지식창출과 활용 및 이를

통한지식재창출을중시하는방향으로전화하는추세에있어, 국가적으로정보서비스의중

요성이 증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 부응하여 KISTI는 지식, 기술,

정보 등 무형자산의 확산 최적화를 위한 리더십을 발휘하고, 정보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극

대화하기위한전략으로‘정보마케팅적접근방법(marketing approach)’을도입하 다.    

‘정보마케팅적접근’이란기술이나정보등지식인프라

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consumer-

oriented) 차원에서 정보를 상품화하고, 정보유통 및 정

보촉진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말한다. 이와 함께 기술 인

프라 확산의 전 과정에서 마케팅 콘셉트, 즉 고객의 욕구

를 발견.창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는 노력과 전

략적마케팅이강조되고있다. 

오늘날 정보서비스 기관들은 전례 없는 사회, 정치, 경

제적 변화에 직면해 있으며, 이러한 변화들은 정보서비스

조직들에게 운 방식의 변화와 혁신적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비 리 정보서비스 조직의운 에있어마케팅관련아이디어와행동은조직의생존

을위해서도필수불가결한것이되었다.  KISTI도 고객 지향적 과학기술 정보서비스를 제공하

기 위해 2002년 과학기술정보서비스 및 고객지원 체계를 구축하 으며, 2003년도에는

KISTI 이용자의 이용행태 분석과 모니터링을통해통합고객관계관리프로세스인 eCRM을

도입하 다. 또 일반인들의 과학기술에 대한 막연한 거부감 및 이공계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제10회 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 워크숍
(2005년 11월)

2002년 - 수요자중심의대표홈페이지개발
- eCRM기반의과학기술정보서비스모델구축
- 맞춤정보서비스및고객개인화서비스개시

2003년 - 과학기술대중화를위한‘KISTI 과학향기’서비스개시
- 이용자행태분석및웹리포팅체제구축
- 정보서비스협의회구축및운

2004년 - 과학기술정보확산을위한이용자클러스터구축및지원개시 (3개지역), 대학중심
- 혁신브랜드‘yesKiSTi' 개발
- 통합과학기술정보서비스통합홈페이지(www.yeskisti.net) 구축및서비스개시
- KOSTI 2004 학술대회개최

2005년 - 과학기술정보확산을위한이용자클러스터구축및지원확대 (5개지역), 기업포함
- 통합브랜드‘yesKiSTi' 개발및적용확대
- 통합검색서비스 yeskisti.net으로기능개편, Blog 및커뮤니티서비스
- KISTI CI 마스터플랜수립
- 통합Helpdesk 구축및운
- 제10회 KOSTI 2005 개최 (학술논문경진대회, 슈퍼컴퓨팅경진대회)  

2006년 - 과학기술정보확산을위한이용자클러스터구축및지원확대및고도화 (5개지역)  
- KISTI CI 중 단기실천과제수행(KISTI WAY) 
- 통합 Helpdesk 확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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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직원들의의식전환및자발적인참여를통한수요자중심의서비스체계를만들기위

해서우선적으로직원들의공감대를이끌어내는것이무엇보다중요했다.

‘고객 중심의 기관’으로 실천하기 위한 첫 발걸음으로서 고객 중심기관으로서의 기관 이

미지제고와함께KISTI가제공하는정보서비스에대한통합브랜드를통하여고객에대한

이미지를제고하기위해통합브랜드를개발하기로하 다. 

그동안딱딱하고수동적인자세, 공급자일방의서비스제공에서탈피하여이용자에게스

스로 다가가는 기관의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과제를 선정하고 이용자와 KISTI 전 직원을

대상으로통합브랜드를공모하 다. 

먼저 2004년 4월 1일부터 15일까지전자신문과 e-Mail을 통한‘KISTI 통합서비스브랜

드 네임’1차 공모에 76건이 응모하 으며, 1차 응모작에 대한 직원 선호조사를 평가한 결

과 최우수작품이 선정되지 못하여 2004년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KISTI 내부 직원을 대

상으로 다시 2차 공모를 실시하 다. 2차 공모 결과 총 20건이 응모하 으나 이 역시

KISTI는 고객중심의기관이라는이미지를표현하기에는미약하여, 2004년 5월 17일부터

28일까지 KISTI 전 직원을 대상으로 3차 공모를 실시하 고 모두 52건이 응모되는 성과

를거두었다.     

3차에 걸쳐 응모된 148건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2차에 걸친 선호도 조사를 통해 최종

적으로 INFOMECA, KI-STAR, INFOWELL, START, yesKISTI, KISTI 등 총 6개의

후보작이 선정되었다. 6개의 최종 후보작에 대해 등록가능 URL과 관련 등록상표 유무를

조사한 결과 KI-STAR, START 두 개는 이미 유사 상표로 등록된 바가 있어 최종 선정에

서 제외하고, INFOMECA, INFOWELL, yesKISTI, KISTIS 넷을 가지고‘고객 중심의

KISTI’이미지를잘표현할수있는것을선정하기위해고심하 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KISTI 통합 브랜드‘yesKiSTi’가 탄생되었다. ‘Young,

Efficient, Systematic’의약자이기도한‘yesKiSTi’는젊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과학

기술정보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의미를담고있다. 또한나아가서는‘과학기술산업정보는

어디에서?’라는 물음에 누구나‘Yes, KISTI!’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

다는적극적인의지를담고있다.  

정보서비스의 핵심적 성공요인은 정보제공 활동의 신속성, 신뢰도, 우수한 콘텐트, 훌륭

한 서비스 제공능력, 분야별 우수 정보획득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도 이용자 관점

에서 얼마나 용이하게 접근과 활용이 가능한가 하는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즉, 지식정

보인프라가필요한이용자들에게얼마나고객지향적인태도를가지고접근하느냐하는것이중

통합브랜드 yesKiST i

응모 내.외부148건 공고 2004년4월1일-15일전자신문, e-Mail

심사경과 3차에걸친심사 수상작 yesKiSTi, 이명선

선포식 2004년4월대전본원

주요 응용사례

주요 응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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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들이대야한다는당위성이설득력을얻으면서연구기관들의과감한혁신이요구되었다.

비 리조직이라할지라도생존을위해서는마케팅적접근전략이필수불가결한요소로대

두된 것이다. 이를 위해 조직이 가진 강.약점을 분석하고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핵심

성공요인을무기로지속가능한경쟁우위를확보하는것이중요해졌다. 

KISTI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서 2001년 통합 당시 새로운 CI를 만들었으나, 그 인지도는

낮은편이었다. 이에주요사업에대한대국민홍보와함께, 대외적으로 KISTI의 인지도를

상승시킬수있는출연연구기관최초의통합브랜드 yesKiSTi를 2004년발표하 다. 

통합브랜드 yesKiSTi의 선정 과정은 한 마디로 드라마틱하 다. 지난 40여년에 세월동

안 굳어버린 서비스 형태를 변화하기 위해 기관장 및 간부진 몇몇만의 노력으로는 수요자

중심의서비스기관으로제도약하기에는한계가있었다.

과거에도 몇 번이고‘고객 중심의 기관’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변화를 시도하

으나, 기관장과 해당 부서장의 강력한 의지가 있더라도 일선 실무를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마인드자체가변하지않는한근본적인문제가해결될수없기때문이었다. 따라서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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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러스터로확대발전하 다. 이는기존의온라인(On-line) 중심에서현장 착형온/오프

라인(On/Off-line)으로 서비스가 한 단계 더 발전한 것이며, 그 효과가 가히 획기적이었

다. 가장눈에띄는성과는감소하던 KISTI 신규이용자가가입건수가급격히신장되었으

며, 매년증가폭또한확대되고있다는것이다. 

과학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이용자 클러스터 구축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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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하게 되었고, 전통적인 정보서비스 거래에서 한걸음 나아가 상담, 자문 및 고객 맞춤식

정보지원체제로의전환이요구되었다. 

이를 위해서 고객들로 하여금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수요를

발굴, 예측함으로써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관계관리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 CRM)를강화했다. 

② 과학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이용자 클러스터 구축
정보자원을 산.학.연의 핵심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널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과

학기술정보 이용활성화 기반을 조성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정보통신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함에 따라 공공서비스의 대부분이 On-line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

이용자들의요구사항을정확하게파악, 서비스정책에반 하는데는한계가있다. 

차별화되고 집중화된 정보서비스 실현을 위해 2004년 호남지역을 우선 대상으로 과학

기술정보확산효과가큰이용자그룹을선정, 클러스터를구축.운 하 다. 이로써과학기

술정보확산을위한실질적인기반을확보하여활용하고자하 다. 

2004년 호남 KISTI 3개 지원에서 지역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

가 그룹과의 인적 네트워크인 과학기술정보 이용자 클러스터를 시범적으로 구축.운 하

는데 그 결과는 매우 성공적이어서, 2005년도에는 전국적인 산.학.연 과학기술정보

③ 지식정보인프라 서비스 관리 지원 업무
KISTI 정보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서비스 관리 및 지원업무를 중심으로 KISTI 홈페이지

통합서비스, 맞춤정보 통합서비스, 고객 통합관리 서비스, 서비스 실적 및 통계 종합 관리

서비스및과학향기메일진서비스등의업무를수행하고있다.

지식기반사회에서의 정보는‘이용자가 원하는 가치’를 제공해 주어야만 정보로서의 제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2001년까지의 KISTI의 과학기술정보서비스는 정보공급자

의입장에서획일적이고수동적인형태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었고, 과학기술정보의가치

(Value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고객 지향적 과학

기술정보서비스제공전략의수립이불가피하 다. 

2002년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 포털 사이트를 연계하는 허브 포털 개념의

KISTI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하 다. 2004년 KISTI 통합과학기술검색 홈페이지

(www.yeskisti.net)를 구축하 고, 2005년에는 이를 과학

기술포털서비스홈페이지로개편하 다. 

또한 이용자의 연구개발 관심분야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청받아 주기적으로 추가 갱신되는 최신 과학기술정보를

검색,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e-mail Push 서비스를 개발하

다. 이로써 개인화.차별화된 고객관리 지원이 가능해졌고,

결국이는고객의신뢰와만족도제고로이어졌다. 2002년도

에는 200개의 표준 주제를, 2004년에서 2005년도까지는

3,000개의 표준 주제를 개발,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맞
yesKiSTi 홈페이지 화면

구분 2003년 2004년 2005년 이용자가입누계

신규이용자가입자수 32,329명 6,891명 48,994명 296,475명

증가율 -              14%                  33%              (2005년까지)

연연도도별별 KKIISSTTII 신신규규 이이용용자자 가가입입현현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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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하 다. 그 결과, 대학 클러스터 협의회를 예를 들어 보았을 때,

클러스터 활동 이전과 이후의 설문 응답에 KISTI 인지도에 있어서는‘높음’에 88%, 정보

활용만족도에 있어서는‘만족’에 90%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협의

회가 2005년도에는 전국 10개 지역에서 26회가 개최되어, 이용자들의 정보 수요 파악과

애로사항을해소할수있는기회로활용되었다. 

③ 찾아가는 현장 맞춤형 과학기술정보 활용세미나
지역클러스터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 KISTI 각 주요부문의핵심실무자가참여하는

클러스터 활용팀을 구성하 고, 클러스터 협의회 전문가 그룹과 KISTI 클러스터 활용팀

간의긴 한협력으로‘현장맞춤형정보활용세미나’를실시하 다. 

‘찾아가는맞춤형세미나’는지역의연구기관이나산업체에서특정과학기술정보를활용

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거나 시급하게 KISTI의 지원을 필요로 할 때, 직접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어떤 루트를 통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 know-how를 구체적으로 알려

주는형식으로이뤄진다.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 및 기관의 요청에 의해 2004년에는 총 48회의 세미나가

요청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개최되었다. 2005년에 개최된 총 123회의 과학기술정보 활용

세미나에는 대학 교수, 대학원생, 기업 CEO, 연구소 연구원 등 5,000여 명이 참석, 성황

리에개최되었다. 

이러한 현장 맞춤형 정보 활용 세미나를 통해, KISTI의 역할에 대해 홍보하고, 효율적인

과학기술정보 활용 기법,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

스템(NTIS), 정보분석기법등을알렸다. 또한기술별로는슈퍼컴퓨팅, 바이오인포매틱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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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이루고자 하 다. 아울러 각 사이트에서 서비스하던 질의/응답

게시판을 하나의 조직에서 통합.운 .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와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 다. 2003년도에는 통합 Helpdesk 체제를 확립, 운 하고 지식관리 시스템화

하여상시적으로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하 다. 

(3) 주요 성과

① 정보이용자 확대
이용자중심의서비스환경개선노력에힘입어, 이용고객이 2003년 21만 명, 2004년 25

만 명, 2005년도 약 30만 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 다. 2005년도에는 2004년 대비

19.8% 증가하는 성과를 이루었다. 그리고 통합검색기능이 강화되면서 정보이용 편리성이

제고되어이용실적이급격히증가하 는데, 2003년 375만건에서 2004년도 410만건, 그

리고 2005년도에는 664만건으로 2004년도대비 62%가증가하 다.  

2004년부터민간포털사이트(엠파스)를 통

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실시하여 2005년

도에는 2004년 실적과대비하여원문보기는

25%, 페이지 뷰는 22.6% 증가했다. 2005년

부터 민간 포털을 야후와 파란닷컴까지 확대

하 으며, 2006년도에는 네이버와 과학기술

정보제공을위한협약을체결하 다. 

② 양방향 정보교류의 장,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지역 주요 대학과 기업 연구소, 기술혁신 관련 유관기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산.학.연 과

학기술정보 이용자 클러스터를 구축하 다. 가장 효과적이고 이상적인 이용자 클러스터를

구축하기위해지역에서연구개발활동이활발한연구관련기관을중심으로현황을파악하

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수요와 파급효과가 크게 기대되는 대학을 중심으로 KISTI

홍보와정보이용활성화및저변확대를위한기반을조성하는것이가장적합한것으로판

단되었다. 

먼저 호남 6개지역(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및전북) 65개이공계대학이참

여하는이용자클러스터를구축, 12회의협의회를개최함으로써 KISTI의 과학기술정보성

과확산홍보와정보수요파악, 정보서비스평가및자문, 상호협력사업발굴과피드백등

정보이용자 확대 실적

과학기술정보 활용세미나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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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대외 환경 속에서 KISTI의 지속가능한 혁신경 을 실천하

기 위해서 KISTI 임직원 모두에게‘KISTI人은 국내 최고의 정보전문가 및 Super

Management를 통해고객중심및고객 착형서비스를전개, 고객의성공을보장한다’는

자긍심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이를 위해 2006년도에는 KISTI 공유가치를 도출하고,

KISTI인이지녀야할마인드와행동정체성을구체화하는행동강령을제정하도록할것이다. 

또한‘KISTI는 누구이며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명확한 가치 표현을 통해 KISTI-

WAY라는경 방식을정립할것이다. KISTI-WAY는 KISTI가지향하는고객의가치를실

현하는 고객 중심의 경 방식을 강하게 표출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그 의미를 각인시키는

데그목적이있다고하겠다. 이러한노력을통해 KISTI는 고객의가치혁신을실현하는고

객중심의기관으로정체성을확보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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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정보 교류의 장이 마련되었다. 이 세미나를 통해 지역에

서의 KISTI 정보이용 활성화 여건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직업별,

직급별, 전공분야별이용자들의특성에맞는다양한프로그램을지

속적으로개발하여고객중심의사업으로개선.발전시킬계획이다.

④ 과학기술 대중화를 위한<KISTI의 과학향기> 서비스
2003년부터 고객 중심의 MailZine 서비스인 <KISTI의 과학향기>

서비스를 시작하 다. <KISTI의 과학향기>는 KISTI가 보유하고

있는과학기술정보를근간으로, 일반인이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

과학기술을소개하는콘텐트를제작, 메일로보내지는정기적인서

비스이다. 2005년 12월 말 현재 회원이 19만 명으로 증가하여

2004년대비 631%가증가하 다. 

(4) 목표 및 비전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이용자 측면에서 약 45만 명 이상 확보를 목표로 정하고 있으며, 서

비스는 이용자의 90% 이상이 만족한다고 응답할 수 있는 수준으로 높여나가고자 한다. 과

학기술부가 2002년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과학기술 분야 R&D 종사자가 5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으며, 최소한 이들의 90%를 KISTI가 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 인

프라를 활용하는 이용자로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세계적인 정보서비스 기구인 국의

BL(British Library)과같은수준의서비스만족도를달성하고유지하고자한다. 

그리고지속적인수요조사와이용자및서비스를모니터링함으로써세계최고수준의과

학기술정보인프라를국내과학기술인에게제공, R&D의생산성을향상시키도록지원하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다. 아울러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새로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기술혁

신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를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토

록 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지역 사회에서 기술혁신을

주도하면서책임있고역량이높은산.학.연과학기술전문가그룹과의인적네트워크를강

화하면서, 앞으로 현재 6개 지역의 클러스터를 전국적인 산.학.연융합형과학기술정보클

러스터로 확대, 발전시켜 지속적으로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역기술혁신모델로확대.발전시키기위해전력을다할것이다.

KISTI의 과학향기

지역 기술혁신을 위한 KISTI 역할 개념도

“우리는 고객에게 고품질의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모인 하나의 팀입니다.

그러므로우리는항상서비스를이용하는고객의사고와감성으로그들의요구를겸허하게

이해하고 수용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로벌 경쟁력을 확보하여 국가 과학기술정보 인

프라를선진화하는데진실성을추구하여주도적역할을할것입니다.”

KKIISSTTII--WWAAYY 제제정정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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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발전하 다. 초기(2001~2002년)에는 통합 기관 형성을 위한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 다. 주요 정책연구 과제는 통합기관의 중장기 발전 비전 및 기본사업 발전

계획의 수립, 선진국 정보 인프라 기관의 정책동향 벤치마킹, 연구사업 부문별 사업수행체

계및성과에대한분석.평가등이중심이되었다. 

2003년부터는 그동안의 기관 내부의 전략수립과 발전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연구에서 벗

어나, 국가 차원의 지식정보인프라 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기능의 비중을 확대하 다. 즉,

차세대 정보 인프라 발전 대응연구, 국가 과학기술 정보정책의 효과적 수립과 추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전략과제의 도출 등에 관한 연구 활동을 강화하 다. 특히, 2005년부터는 과

학기술기본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정보 관리.유통의 전담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강화하

기 위해, 과학기술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과 평가, 국가과학기술 정보자원관리 및 유통현

황에관한조사.분석활동을주관하는등범국가차원의정책연구중심기능을더욱강화해

나가고있다.

(3) 주요 정책연구 성과

① 기관 연구개발 정책의 수립 및 개선
KISTI가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국가적사명을다하고, 세계적수준의과학기술지식정

보인프라 전문연구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중장기 발전전략과 주요 연구사업

의추진방향에관한종합적이고체계적인연구와지속적인재정비활동이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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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지식정보인프라 정책 연구

(1) 사업 개요

21세기 지식정보시대,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가 새로운 사회간접자본이자 국가 기술혁

신의 핵심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과학기술 지식정보자원의

획득.관리와, 이를효율적으로가공.유통시키기위한정보인프라구축을국가의중요정책

으로수립하고, 이를전담하기위한공공정보기관을설립.운 하고있다. 

국가대표정보기관으로서 KISTI가 수행하고있는정보인프라정책연구는, 국가과학기

술 정보정책 및 전략수립을 효과적으로 지원함과 동시에 KISTI가 로벌 지식정보인프라

전문기관으로서발전하기위한중장기연구개발전략과기관경 에관한중요정책을수립

하는것이다. 이를위하여국내외지식정보인프라의정책동향및법제도연구, 해외선진기

관에 대한 벤치마킹, 국가 과학기술 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대정부 제도 개선 건

의, 기관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주요 연구사업의 성과분석.평가 및 모니터링, 대내외 지

식정보인프라정책자문등의활동을수행하고있다.

(2) 정책연구의 변화와 발전

① 정책연구 조직의 변화
지식정보인프라정책연구를담당하는조직은 2001년기관통합을계기로한층체계화되고전

문화되었다. KISTI 출범과함께정책, 평가, 표준화의3대기능을수행하는지식정보인프라연

구부(1부3실 : 지식정보정책연구실, 지식정보평가연구실, 지식정보표준화연구실)로출발한정

책연구부서는, 2003년도조직개편에서표준화기능을정보유통사업부서에이관하여정책기

능과평가기능을중심으로한정책연구실(1실2팀 : 정책연구팀, 조사분석팀)로개편되었다.  

2004년도에는대과제단위로기관의사업과조직을통합하고, 정책기능과마케팅기능의

연계를 통한 이용자 중심의 사업 수행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책연구부서가 정책 마케팅부

산하의 정책연구실로 재편되었다. 2006년에는 전문연구단위 중심의 조직운 과 사업수행

의 탄력성을 제고하기 위한 팀제 도입 등 조직편제의 변경에 따라, 원장 직속의 독립 조직

으로독자성이강화되었다.

② 정책연구 기능의 발전
정책연구의주요대상과내용은대내외환경변화와기관의발전추세에따라단계적으로변

지식정보 인프라 정책연구 수행체계

005-2현재수정  2006.8.9 11:1 PM  페이지65   mac31 150LINE



1962 KISTI HISTORY 2006 260

기관운 효율화를 위한 경 컨설팅 수행
KISTI가 공공연구기관으로서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대국민 서비스

임무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연구사업 추진방향의 적절성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과 함께, 기관 운 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을 적극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그

동안 2회에 걸쳐 경 진단 및 컨설팅을 수행하 다. 먼저, 2002년에는 공공기술연구회 주

관으로경 진단이실시되었는데, 이는 통합기관인 KISTI가 통합목적에부합하게적절히

운 되고있는지를확인하기위한것으로주로연구사업의방향과내용을중심으로경 진

단이이루어졌다. 한편, 2005년도에는지난 5년간의기관운 성과를분석.평가하고, 향후

고객중심의기관운 체계를확립하기위한목적으로자체적으로기획.실시하 다. 

KISTI 이용자를 비롯한 정부, 내부직원, 유관기관 등 고객의 입장에서 제반 연구사업 및

기관운 에 관한 만족도 평가와 개선방안 수립을 중심으로 진단 컨설팅이 수행되었다. 이

와 같은 경 진단 및 컨설팅 결과는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정 및 매년도의 연구사업 추진에

적극 반 되었으며, KISTI가 부여받은 국가적 임무를 보다 효과적으로 완수함은 물론, 세

계적기관으로한단계더도약할수있는계기가되었다.

기타 연구개발 성과분석 및 사업개선 활동
이외에도 KISTI 연구사업에대한수요.만족도조사, 주요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및국민

경제적 기여도 분석, KISTI 연구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 모델 정립, KISTI 연구사업의 전

문단위화 추진방안 연구 등을 통해 연구사업의 추진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평가함은 물

론, 고객중심의연구사업수행을강화하기위해각부문별사업개선활동을지속적으로수

행하 다.

② 국가 지식정보인프라 정책의 수립 및 지원
KISTI는 국가대표정보기관으로서국가지식정보인프라발전을선도함과동시에, 과학기

술기본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40조에의거한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관리.유통의지원

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정책수립을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그동안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센터 발전계획 수립, 국가 R&D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리.지원체제

개선방안 수립, 국가균형발전과 지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지역과학기술정보체제 구축방안

등의 주요 기획연구와, 국가과학기술정보화촉진 시행계획 수립, 국가 과학기술 정보자원

관리.유통실태조사보고등정기또는수시요청되는정책자문활동을지속적으로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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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국가 과학기술 정책방향과 연계한 기관의 임무와 기능을 명확히 설정하여 수시

로 조정하고, 아울러 첨단정보기술의 발전과 경제.사회의 변화에 따른 연구사업의 고도화.

효율화 촉진 및 국민경제적 기여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책기획 업무의 간단없는 수행이

필요하다. 정책연구의중요한역할중의하나가바로이와같은기관발전전략의수립과지

속적인 수정.보완이라고 할 수 있다. 기관 통합 이후 현재까지, 기관의 주요 발전계획 수립

과연구개발방향설정을위한정책과제의추진현황은다음과같다.

중장기 발전계획(KISTI VISION 2010) 수립
통합기관으로서 KISTI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관의 발전방향과

목표를 명확히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이에 따라 2001년 KISTI 출범과 함께 기관의 중장

기 발전계획의 수립에 착수하 다.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향후 10년간의 중장기 발전계획인‘KISTI VISION 2010’을 수립하 다. ‘KISTI

VISION 2010’에는 기관통합위원회에서 제시한 국가 대표기관으로서의 우산 기능을 원활

히 수행하고, 세계적 정보기관으로 발전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사업의 추진전략 및 기관운

방향이 제시되어 있다. 이 계획은 KISTI의 중장기적인 발전목표와 방향을 제시한 지침

서로서의의미를가지며, 연차적으로수정.보완되고있다.

기본사업 발전계획(2002~2006년) 수립
KISTI 기본 연구사업의 체계적인 수행을 통해 기관 고유의 기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목

적으로, 공공기술연구회산하기관공동기획사업으로 2002년부터 5년간의중점연구분야

및 주요 연구사업 과제별 추진목표와 계획을 담은 기본사업 발전계획을 수립하 다. 이 계

획은 기관 전체의 연구사업 및 기관 운 에 관한 10년간의 계획인 중장기 발전계획(KISTI

VISION 2010)의부속계획내지중기연구사업발전계획의성격을갖는다.

미래첨단 기술개발 로드맵(TRM) 수립
국내외 기술발전 추세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기관의 R&D 기능을 한층 체계화.고도화하

기 위하여, 공공기술연구회 산하기관 공동 기획 사업으로 KISTI가 향후 5년 내지 10년 사

이에 중점 개발할 핵심기술과제를 발굴하는‘미래첨단 과학기술 기획조사 연구’를 수행하

고, 이를 바탕으로 KISTI의 주요 기술개발과제에 대한 중장기 연구개발 로드맵을 수립

하 다. 이는 R&D 중심의기술개발중장기계획으로서의성격을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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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가운데국가 R&D 효율화를위한정보관리.지원체제개선방안수립결과는현재국가과

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사업으로 발전되어 2005년부터 국가과학기술혁신을 위

한중요정책과제로추진되고있다. 한편, 국가과학기술정보화촉진계획수립에있어서는

과학기술부 산하 29개 기관의 정보화 관련 사업을 총괄 조정 및 지원하는 등 사무국 역할

을담당하고있다. 이와같은업무수행을통해 KISTI의 국가적위상을높이고, 정책연구의

국가적중심기능수행을한층강화해나가고있다.

③ 지식정보인프라 발전을 위한 선도정책연구
지식정보인프라 선도정책연구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미래대응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연구활동으로서,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의동향, 정책및제도등에관한이론적기반

의탐색과국내외현황및실태를조사.분석하여관련정책및계획수립의기초자료를제공하

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동안 유럽과 미국의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동향 및 정책연

구, 납본제등과학기술정보인프라관련법제연구, 과학기술지식정보지도작성연구, 과학기

술지식정보인프라발전예측및대응방안연구, 미래첨단과학기술기획조사연구등의과제

를수행하여대내외지식정보인프라정책수립및관련연구사업의발전을선도하 다. 

또한,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단행본 보고서로 발간하여 국내 지식정보인프라의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하 다. 특히, 해외 선진동향의 벤치마킹과 미래대응 연구결과는 기관

중장기발전전략의수립과연구사업고도화를위한사업체제개선에지속적으로반 되고있

으며, 법제도 개선연구 결과는 국가 납본제 도입 및 슈퍼컴 관련 입법안에 대한 정책건의로

제출되어현재정부차원의법제화가검토되고있는등그성과의우수성이입증되고있다.

(4) 향후 목표 및 비전

지식정보인프라 정책연구는 앞으로 KISTI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미래 전략 개발과

국가 지식정보인프라 체제의 확립과 발전을 선도하는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2010년까지세계적수준의정책전문기능의위상을확보하는것을목표로, 지식정보인프라

선도정책의고도화와대외정책개발및지원기능의전문화를지속추진할것이다.

특히,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통합.연계 및 공동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연

구와, 동북아 및 미국, 유럽 등 선진국 정보기관과의 협력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국제화 연

구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책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확보와, 국내외 전문

가네트워크의구축등정책연구협력시스템의확립을적극추진해나갈것이다.

2001년 통합기관형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발전전략연구
- KISTI 중장기발전계획(KISTI VISION 2010) 수립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발전방안연구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수요.만족도조사및국민경제적기여도분석
- 지식정보표준화최신동향과대응방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표준화중심기관의
역할및발전방안연구

2002년 지식정보인프라정책발전을위한연구기반확충
- KISTI 기본사업발전계획(2002~2006) 수립
- 통합기관의바람직한발전방향검토를위한기관경 진단실시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관련법제도연구
- 과학기술지식정보지도구축기본연구
- 유럽(EU)의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정책및동향연구

2003년 미래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대응연구확대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발전예측및대응전략연구
- 지식정보인프라미래첨단과학기술기획조사연구
- 미국의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정책및동향연구
- 국가과학기술정보의이용행태및수요조사분석

2004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의종합관리강화
- 국가 R&D 효율화를위한정보관리.지원체제개선방안(NTIS 추진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혁신을위한정부출연연구기관의역할에관한연구
- 공공연구사업(정보분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05년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사업의효율성제고
- 해외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법제동향및납본제개선방안연구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사업의전문연구단위화추진방안연구
- KISTI 과학기술정보인프라사업의성과목표및평가지표개발
- 지식정보인프라성과확산을위한마케팅전략연구
- 고객만족경 을위한KISTI 기관경 컨설팅실시

2006년 KISTI 재도약을위한제2차중장기발전전략의수립
- KISTI National Agenda 및 Top-Brand 과제도출연구
- KISTI 중기발전전략(2007~2011) 수립
- 국가과학기술정보화촉진계획수립및평가체제개선연구
- KISTI 정보기술아키텍처(ITA) 구축을위한기획연구

연연도도별별 주주요요 정정책책연연구구 방방향향 및및 내내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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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더더 나나은은 미미래래를를 준준비비하하다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특징을 가장 잘 표현하는 핵심 키워드는 바로‘변화와 혁

신’일 것이다. 세계적인 석학이나 저명한 정치인사가 각종 언론매체를 통해 변화와 혁신을

강조하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이들의 주장에서 공통적으로 찾아볼 수 있는 메시

지는‘변화와 혁신만이 조직의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변화와 혁신의

동인으로 지식정보와 정보기술의 역할을 꼽고 있어,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인프라 구축

이라는 막중한 국가적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 KISTI가 한국의 밝은 미래를 열기 위한 변화

와혁신의중심에서있다.

1 ) 조직개편의 배경 및 필요성

정보통신기술이급진적으로발전하고, 국가R&D 정책이효율성과성과를중시하는방향으로

변화하고있으며, 정보이용자들의수요또한다양화, 전문화되고있다. 이러한외부환경의급

속한변화는그동안KISTI가수행하여온지식정보창출과관리, 활용.확산전프로세스에있

어끊임없는혁신과개선을요구하고있다. 즉, Semantic Web, Grid Computing 등첨단정보

통신기술의발전과함께, R&D 활동의가상화.융합화. 로벌화의가속, 그리고참여정부의출

연연구기관R&D 생산성.전문성강화를위한‘전문연구단위’정책추진등제반대외환경변화

에의능동적이고시의적절한대응체제가필요하다.

내부적으로는지난40여년간구축.축적된국내최고수준의지식정보인프라구축.운 경

험을바탕으로사업의안정적성장은물론, 더높은수준의서비스제공을위한내부역량의지

속적확충이요구되었으며, 국가적필요성과큰관심속에새롭게추진되는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NTIS) 구축, 국가 e-Science 환경 구축 등 국가 핵심전략 사업의 안정적.전문적

수행을위한전담조직의신설이필요하 다. 이러한대내외환경변화에빠르게대응하고, 제

2기성장기(2004~2006년)를마무리하면서제 3기도약기(2007~2010년)로의발판을다지기

위한경 혁신의일환으로2005년 12월, 기관통합이후최대규모의조직개편을단행하 다.

2 ) 선택과 집중에 기반한 미래지향적 조직개편

조직개편의기본방향은, 핵심역량과기능위주로조직을재편함으로써내부역량을집중

하고외부환경변화에빠르게대응할수있는탄력적인조직체제를구축하는것이었다. 이

러한원칙에따라KISTI의연구사업을미래비전및핵심기능위주로재편성하고, 이의효

율적수행및대외환경변화에즉각적인대응을위해 4센터, 3사업단, 1실의연구사업조직

체제를구축하게되었다. 

KISTI의 고유 기능과 임무의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행을 위한‘센터’조직과, 참여정부

의‘전문연구단위화’에 적극 부응하여 NTIS, e-Science 등 미래 비전사업의 전문적.중점

추진을 위한‘사업단’조직을 신설하 다. 기존 정책마케팅부 소속의 정책연구실을 원장

직속조직으로 이관.설치함으로써 기관의 지속적 발전을 위한 미래 전략개발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 다. 이는 기본 사업을 통한 연구사업의 안정적 추진기반을 확보하고, 기본사업

성과와 기능을 전략적으로 확대.발전시켜 통합형.혁신형 국가 R&D 사업을 발굴.추진함으

로써 기관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보하고 국가 연구개발 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한다는

KISTI의연구사업추진기본방향과그맥을함께하고있다.

제1장
제2 의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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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고유 과학기술정보의 개발, 수요자중심의 과학기술정보 포
털체제구축및표준형정보유통플랫폼개발·운 ·보급
슈퍼컴퓨터·초고속연구망 등 첨단 슈퍼컴퓨팅 인프라 구축 및
첨단응용연구활성화를위한사용자지원체제구축
고품질산업·기술·시장정보생산·지원및미래유망기술·연
구 역분석을통한국가R&BD 체제구축
수요자중심의연구사업추진및성과확산체제구축, 지역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의선도·확산체제구축
국가연구개발사업의기획·관리·평가전주기의정보화를
통한국가과학기술정보의효율적창출·관리·활용체제구축
국가첨단·고성능실험장비·슈퍼컴퓨터·데이터베이스의
탈지역/실시간연계·공동활용체제구축
해외 핵심 과학기술정보의 개발·아카이빙 및 해외 정보자원의
가용성극대화를위한 로벌정보공유체제구축
KISTI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중장기발전방향및미
래대응전략개발·지원

비고조직명 주요기능

센

터

사

업

단

지식정보센터

슈퍼컴퓨팅센터

정보분석센터

성과확산센터

NTIS 사업단

e-Science 
사업단

NDSL 사업단

KISTI 고유
임무및기능
수행중심

KISTI 미래
비전사업
수행중심

KISTI 미래
발전전략수립정책연구실

연연구구사사업업부부문문 개개편편 조조직직 및및 주주요요 기기능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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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는 제반사업이시스템적으로상호연계되는정보기관의특성상각조직별연구사업

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접하게 연계되고, 이용자 요구 등 환경변화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기존‘실(室)’,‘과(課)’단위 체제에서 과감히 탈

피, 수평적조직인‘팀’제도를도입하 다. 

이를 통해 기존 실.과 조직에서 존재하던 부서 간, 계층 간 장벽을 허물고, 조직 간 유기

적이고긴 한협력체제를구축함과동시에, 급변하는지식정보환경변화에빠르게대응할

수있는탄력적조직구조를확립하게되었다.

조직 정비와 더불어 사업수행의 역량 강화를 위해 인력구성 및 재배치 방식에도 많은 변

화를 주었다. 먼저, 각 조직별 최상위 리더라 할 수 있는 분원장, 단장, 센터장 등 주요 보

직을 내.외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개방형 직위공모제’를 실시하여 선정하 다. 또한 팀

장은 부서장 추천과 원장 결정의 방식으로, 팀원은 내부공모를 통한 자발적 지원과 부서장

선택의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문성과 혁신성 등 능력과 경쟁 위주의 조직별 인력 구성을

도모하 다. 특히, 사업단에서 추진하는 중점사업 분야에 인력 선발 우선권을 부여함으로

써국가적중요사업의성공적추진을위해만전을기하기도하 다.

이러한일련의대폭적인조직체제의재정비는‘21세기고도지식정보시대국가과학기술

혁신의중심기관으로의도약’을통해‘세계일류정보기관으로의발전’이라는 KISTI의 야

심찬목표의실현을앞당기는초석이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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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혁혁신신적적 청청사사진진을을 그그리리다다

통합기관으로 출범한 지 올해로 6년째를 맞고 있는 KISTI는 국가 과학기술정보 인프라의

중추기관으로확실하게자리매김하고있다.  이제부터는국가과학기술혁신을뒷받침하고,

이를 성공으로 매듭지을 수 있도록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지식정보기관으로 도약해야 할

때다. 

그동안의 KISTI의 성과를 집약하자면, 안으로는 연구사업의 안정적 성장과 이용자 중심

의 고품질 정보 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기반체제를 완성하 으며, 밖으로는 급격하게 변화

하는 연구환경에 대응하여 국가 과학기술정보 인프라 혁신을 위한 새로운 장을 마련하

다.  연구사업 분야에서는 발전적 중장기 전략과 합리적 사업체계를 기반으로 국내 과학기

술정보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선도적.주도적 역할을 확고히 하 으며, 기관의 발전적 재도

약을위한미래성장동력의발굴을성공적으로추진하 다. 

1 ) 4대 핵심사업의 구상

KISTI는 지금까지의안정적기반확보에안주하지않고급속히변화하는대내외지식정보

인프라 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기관 위상을 한 단계 도약시키기 위한 노력에

더욱박차를가하고있다. 

대내외 환경변화와 내부 역량의종합 분석, 기관경 진단 결과를 적극 수용함으로써통

합 기관의 중장기발전계획(2001~2010년), KISTI Vision 2010, 연구사업 중장기 발전 로

드맵(2004~2012년) 등 각종 발전계획의 수립과 실천을 수행하 고, KISTI의 국가적 기

능을 지속적으로 재정비함으로써 KISTI만의 독창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발전 모델을 창출

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지난 5년간의 이러한 노력의 결과, 혁신적인 패러다임으로의 전환

을통하여국가 R&D 환경을혁신하고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는국가적핵심전략사업들

을시작할수있게되었다. 

과학기술정보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창출.관리.활용.확산을 통하여 국가 R&D 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한‘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구축사업을비롯, 차세대 R&D 환경인‘e-Science’

환경 구축 사업, 국내외 On/Off-line 과학기술 핵심정보자원의 종합적 수집.서비스 및 아

카이빙과 국가적 연계.공동활용 체제 확립을 위한‘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e-NSL)’

구축사업, 마지막으로고품질분석.동향정보의생산.제공을통하여연구개발활동의기획
개개편편 조조직직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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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업화.마케팅에 이르는 전 단계의 정보활동을 지원하기 위한‘국가 R&BD

(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체제’구축 사업이 바로 KISTI가 향후 중점 추진

할 4대핵심사업인것이다. 

이러한 미래 지향적인 4대 핵심사업의 성공적 수행은 향후 KISTI가 차세대 성장동력의

견인차역할을 수행함은물론, 국가 과학기술혁신체제(National Technology Innovation

System : NIS)의 성공적추진을뒷받침하고, 국가과학기술의안정적고속성장을선도하

는원동력이될것이다. 

KISTI는 4대 핵심사업의 성공적 추진과 지속적인 우수 성과 창출을 위한 다양한 전략을

구상하고 있다. 먼저, KISTI의 장기적 성장의 동력이 되는 R&D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KISTI는 2001년 통합 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통합.정비기(2001~2003년)를 거쳐 성장기

(2004~2006년)의 마지막한해를보내고있다. 그동안 KISTI는 R&D보다는주로이용자

중심의 Service 체제를구축하는데더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그러나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위한‘R&D for Service’의 기능을 확대.강화함으로써 향

후 기관의 도약기(2007~2010년)를 마무리하는 2010년에는 R&D와 Service의 비율을 현

재의 30 : 70 수준에서 50 : 50까지 끌어올려 R&D와 Service 기능을 균형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공동연구 및 우수 인력 확보를 통해 지속적으로 내부 연구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산.학.연 및 해외 선진기관과의 전략적 공동.협업연구를 확대함으로써, 내

부적 연구역량을 이미 확보한 분야에는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연구역량이 미흡한 분

야에대해서는국내외선진기관.단체와의공동.협업연구를통해역량을보완해나갈계획이

다.  연구 인력의 확보에 있어서는 연구 연가, 해외 선진기관 파견.연수 등의 다양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운 을통해전문성.분야적합성을제고함과동시에리더급인력등우수인

력유치를위해다양한홍보.지원정책의추진을계획하고있다.

한편, 핵심연구사업의 안정적 추진, 선택과 집중을 위하여 인력과 예산의 투입 비율을 현

재의 80% 수준에서 2010년 90% 수준으로 증대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5년에 처음 실시

한 연구사업 타당성분석을 확대 추진함으로써 중점연구 역 및 연구과제의 타당성, 미래

성장가능성, 경쟁성 등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연구사업 체제를 지속적이고 탄력적으로

조정해나갈계획이다.  

(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NTIS) 

NTIS는 국가과학기술연구성과.인력.기획.관리.평가.학술정보등과학기술 R&D에필요

한 모든 정보가 범부처적으로 공동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차원의 정보유통 플랫폼

이다. 과학기술혁신본부가 국가 인프라 구축 차원에서 우리 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정해

2006년부터추진하고있으며, 2009년까지향후4년간계속사업으로추진할예정이다.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 과제는 과학기술부를 비롯해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교육인적자

원부등 19개 부처가개별적으로관리해왔으며, 이 때문에정보의활용미흡, 정보 품질저

하 등의 문제점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과기혁신본부는 지난 2004년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에서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본 방침을 확정하고 지난해 사업

기관 선정 작업을 거쳐 2006년 4월부터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종합지원 체제 구축을 시작

하 다. 

NTIS 중점추진과제는국가장비.기자재의통합라이프사이클관리, 과학기술인물관리,

성과물의 체계적인 통합 관리, 과기정보 수집 및 유통 관리 플랫폼 구축, 과제 관리 표준화

등이다. 이에 대한 세부 계획으로 2007년까지 1단계 사업에서는 과학기술에 관련된 모든

지식정보를 하나로 연결하는 유통 플랫폼을 개발하기로 하 다. 이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기획, 예산조정, 집행실적지원, 조사, 분석, 평가업무등을일목요연하게체계화

270269 제3편 ‘혁신’의 내일, 과학기술 선진입국을 꿈꾸며

국국가가기기술술혁혁신신체체제제((NNIISS))를를 위위한한 핵핵심심 인인프프라라 구구축축

산업.기술.시장 정보 로벌 동향 정보 사업.기술.평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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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기관별로흩어져있는관리체계를일원화할계획이다.

이와함께연구관리시스템과관리참조모형을개발, 보급하고장비및기자재의공동활

용 관리를 위해 정보포털 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쓰지 않는 기자재와 유휴장비를 체계적으

로관리할 계획이다. 또 성과 관리 및 확산을위해서는 비교 기준별성과 분석 시스템을만

들고, 기술가치평가및기술이전지원체계도새로구축할방침이다.

이러한계획하에NTIS가성공적으로구축되면다음과같은효과를기대할수있다.

첫째, 19개 정부부처산하백여개과제관리기관에서산발적으로운 , 관리되던국가과

학기술 R&D 관련 정보들을 한 곳에서 종합관리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획, 예산, 평가, 성

과확산 등 각 연구 단계마다 각기 다른 기관의 협조를 받아왔던 그동안의 불편함이 획기적

으로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 어떤 부처에서 어떤 R&D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종

합적으로모니터링할수있기때문에비슷한 R&D를여러기관에서중복수행하는것을막

을수있고, 연구의전과정이투명해져보다객관적인 R&D 투자가가능해진다. 실제로중

복 사업 해소 등에 따른 예산배분 효율은 현행 예산기준 1%에서 0.1% 이하로 크게 개선

될것으로보인다. 

둘째, 고가의 R&D 장비와 고급 인력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에는

연구인력 DB가 관련부처별로분산돼있어 R&D 최적임자를찾는것이쉽지않았고, 장비

역시해당 R&D가끝나면곧바로사장돼버리는경우가많았다. 그러나 NTIS가 구축돼연

구 장비와 인력 정보가 투명하게 일원화되면 사장되는 장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고, 개별

R&D에 대한 최적임자를 찾는 일이 손쉬워지며, 그만큼 혈세의 낭비도 줄일 수 있게 된다.

장비의중복구매율은현행 5% 수준에서 0.5% 이하로크게개선될것으로예측되고있다.

셋째, NTIS가구축되면과학기술각분야에대한방대한양의정보를통합활용할수있기

때문에그만큼정확하게미래의성장동력을선택하고집중할수있게된다.

(2) e-Science 연구 환경 구축 사업

e-Science 연구환경이란, 그리드기반의초고속연구망과인터넷을통하여시간과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연구자, 첨단 연구 장비, 대용량 DB 정보 등 분산된 연구자원을 동시에 활

용할수있는연구환경을말한다.

e-Science 연구 환경이 구축되면, 초고속 네트워크라는 인프라스트럭쳐 위에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슈퍼컴퓨터, 천체망원경 같은 첨단 연구 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대용량 데

이터들을자유자재로주고받으며, 동시에전문인력자원까지공유할수있게된다. 이에따

라기존에는시도하기힘들었던천문우주, 환경등에관한범지구적인 R&D가가능해지고,

생명공학, 나노, 환경, 항공우주 등 여러 연구 분야가 융합된 종합적인 협업연구를 하는 것

이매우수월해진다.

국내 과학기술계에 e-Science 연구 환경이 구축되면, 연간 9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절

감될수 있을것으로보이며, 특히 신약개발 사업에이프로젝트가적용될 경우개발기간

은절반이상, 비용은최대 100분의 1까지도절감할수있을것으로예상된다.

e-Science 연구환경의중요성을인식한선진국들은수년전부터사이버연구환경구축

에총력을기울여왔다. 미국과학재단(NSF)은최근 e-Science 전담부서를설치해과학기

술 10대 분야연구를사이버상에서진행할수있도록집중추진하고있고, 국은이미의

료와항공등의분야에서 e-Science 연구환경이산업적부가가치를창출하고있다.

우리나라도 2005년‘국가 e-Science 구축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는 2011년까지

세계 최고수준의 e-Science 연구환경을 구축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세부적으로 보면,

2005년부터 어떤 분야의 연구자든지 자유롭게 e-Science 연구환경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주는 18종의 공통 SW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 5개 응용분야 e-

Science 2단계 사업이 추진되는 2008년부터 2011년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e-Science 연

구환경을 구축하기 위해 추가 공통 SW 개발과 공통 SW의 국제 표준화(WSRF)를 비롯한

응용환경을구축해의료복지.장비공동활용.BT.NT.ST.ET.CT 7개 분야에서본격서비스

에들어갈계획이다.

사업착수 1년만인 2006년현재, 가장큰성과는 2006년 3월부터 5월 31일까지미국일

리노이슈퍼컴퓨팅센터(NCSA)에 가상수치풍동연구환경(e-AIRS) 기술을전수한것이다.   

‘e-AIRS’는 그리드 기술을 이용해 실험 장비와 컴퓨터 자원을 공동 활용, 수치 해석과 풍

동실험연구의통합에의한연구능력향상및연구성과를자유로이공유할수있는협업

환경구축시스템이다. 

이시스템은전산유체역학(CFD)을통한‘수치풍동서비스’와실제풍동실험을원격으로

요청하고모니터링할수있다는점그리고수치해석결과와실험결과의비교를통해연구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고 수치 해석 연구자와 풍동 실험 연구자가서로연구성과를공유할

수있다는점등에서세계최고수준의시스템으로인정받았다.

(3) e-서비스 기반 국가과학기술도서관(e-NSL) 구축 사업

e-NSL 사업은국내외과학기술정보를인터넷을통해100% 활용할수있도록한다. 2006년

272271 제3편 ‘혁신’의 내일, 과학기술 선진입국을 꿈꾸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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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한국과학기술원에서 이관되어 온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사업과

KISTI에서수행해온국내외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이통합되어명실상부한국내외과학

기술정보를집대성하여사용자에게제공하게되었다. 

도서관이 정보자원을 물리적으로‘소장(Archiving)’하고 이용자를 기다리는 전통적인

형태에서 컴퓨터와 인터넷을 이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전자매체의 정보자원으로‘접근

(Access)’하는전자도서관형태로빠르게이행함에따라, 2001년 5월부터한국과학기술원

(KAIST)에서서비스되기시작한것이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이다. 

NDSL이란국내학계, 연구계, 산업계의모든연구자를위한해외학술저널및프로시딩

포털로서 2006년 현재 48,000여 종의 학술저널과 176,000여 종의 프로시딩을 서비스하

고있다. 

NDSL은 해외 학술저널 및 컨퍼런스 프로시딩에 수록된 3,100만 건 이상의 논문에 대한

서지-초록-원문 연계 One-Stop 서비스 제공과 연구자들이 전자정보를 최소한의 비용으

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국가적 라이선스 기반 구축, NDSL의 협력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인쇄저널의 공동 활용을 극대화하고 NDSL에 구축된 논문정보를 협력도서

관시스템에서활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지원함으로써국내보유해외학술정보의공동

활용을극대화하는것등을목표로사업을진행하고있다. 

또한 대학, 연구소, 기업체, 병원등 학술연구기능을 수행하는 각 기관의 학술저널 콘텐트

를 대폭 확충하기 위하여 전자저널 공동구매컨소시엄(KESLI)을 운 하고 있으며, KESLI

에 참가하고 있는 기관에서 보유 중인 인쇄저널의 공동이용을 위한 도서관 협력망을 운

하고있다. 

NDSL을 통해 제공되는 모든 서비스는 국내 최대의 통합된 게이트웨이 데이터베이스인

e-Gate DB에 의해 가능하다. e-Gate DB는 해외 출판사에서 저널이 발간됨과 동시에 저

널 및 논문정보가 자동적으로 구축되는 시스템을 갖추어 항상 최신정보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최신의 논문정보를 실시간에 가깝게 서비스받을 수 있다. 기

존에는해외학술저널이발간되어국내에입수되고도서관이나정보센터에서저널및논문

정보를입력하는데까지최소 2-3개월이소요되었다. 

국내 학술정보는 학술정보자동수집시스템인 KISTI-ACOMS를 기반으로 국내 학/협회

발간자료를망라하여수집, 디지털화하는것을목표로한다. 또한연구현장에서생성되는

각종전문정보를정선, 수집하여공동활용할수있는전문정보DB도구축한다.

e-NSL에서는핵심자료의보존및아카이빙을겸비함으로써디지털부존자원화하고확

보된국내외과학기술정보를가장앞선정보기술로활용하여제공할예정이다. 향후모바

일시대를대비하여U-NSL로의진화도착실히준비하고있다.

(4) 국가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체제 구축 사업

로벌 무한경쟁과 급속한 기술혁신이 가속화되면서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 즉 과학기술 개발 기획에서부터 사업화 이후 시장성까지 全 주기적으로 고

려해 진행하는 R&D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우리 연구원은 기존의 첨단.전략 정보

분석을 R&BD라는 새로운 연구 패러다임에 맞게 더욱 고도화, 전문화하는데 집중할 계획

이다.

2005년, 국내 연구자들이 우리 연구원의 분석정보를 이용함으로써 실제 R&D 기획과

R&D 사업화기획등의업무에있어서포괄적으로도움을받는정도를설문조사한결과우

리연구원분석정보의업무생산성증가기여도는전년대비 20% 증가한 15.1%로조사됐다.  

우리 연구원은 앞으로 연구자들의 업무생산성 증가 기여도를 더욱 높이고, R&BD를 리드

하는 로벌정보분석센터확립을목표로, R&BD에곧바로활용될수있는고급분석정보

생산을확대해나갈것이다. 

이를 위해 정보 분석 계량 예측지표와 모델 그리고 기반시스템을 구축하고 고품질 정보

분석을위한전문가네트워크를더욱확대.강화해나가는한편, 연구기획부문의불확실성

을제거하고사업화성공가능성을확대하기위해유망연구.유망사업화아이템발굴을위한

전략기획형심층정보분석을지원할계획이다. 

2 ) 새로운 45년을 준비하다

지난 20여 년 간 한국의 과학기술정보 인프라는 양적.질적 측면에서 큰 성장을 이루어, 우

리나라가전체적으로축적.보유하고있는지식정보의총량을나타내는국가지식국력지수

는 1980년 0.1에서 2000년 1.0으로 10배가증가하 다. 또, 첨단연구개발의원천이되는슈

퍼컴퓨터의 경우에도 1988년 도입된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에서 시작하여 슈퍼컴퓨

터 3호기의 도입에 이르기까지 많은 발전이 있었고, 현재 총 4만 4,044GFlops의 성능을

보유, 성능면에서는세계 9위, 설치대수에있어서는세계 7위를차지하고있다. 

그러나이러한성장에도불구하고지식국력에있어서는미국의 1/17, 일본의 1/7, 독일의

1/4 수준에불과하며, 과학기술분야정보자원의생산량에있어서도전세계생산량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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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슈퍼컴퓨터의 경우에도 총 보유자원 측면에서 미국의

1/54, 일본의 1/15 수준에불과하고, 단일슈퍼컴퓨터를기준으로할때세계 Top 50위권에

진입한슈퍼컴퓨터는단 1대에불과, 수요대비공급량이절대부족한실정이다. 

2006년부터 총 150TFlops 규모의 슈퍼컴퓨터 4호기가 도입될 예정으로 단기적으로

Top 10으로의 진입과 국가적 수요 대응성이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국가적수요에의대응은여전히미흡한것으로보여진다. 

국가적과학기술지식정보자원의관리.유통측면에서도많은문제점을안고있다. 우리나

라 과학기술지식정보의 수집.제공 활동은 주로 KISTI, KERIS 등 종합정보기관을 중심으

로 수행되고 있으나, 국가적 차원의 조정.관리체제 미흡 등으로 관련 기관 간의 역할분담

및 정보공유체제 등에 있어서는 해결해야 할 숙제가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과학

기술지식 정보 인프라의 국가 대표기관으로서 앞으로 KISTI가 풀어야 할 과제이며, 동시

에국가적사명감을갖고더욱분발해야하는이유이자기회로작용하고있다.

KISTI는 범국가적‘지식정보 벨트’의 구축을 통해 국가 전체의 정보자원을 통합, 연계

함으로써국가지식국력을선진국수준으로끌어올린다는야심찬계획을준비하고있다. 

국국가가 지지식식정정보보인인프프라라 통통합합발발전전 체체계계도도

즉, 기존의 단일 기관, 분야에 국한된 정보자원의 관리.유통을 넘어 국가 전체의 정보자원

을 종합.연계함으로써, 기존의 분산적.단주기적 정보유통 방식에서 종합적.전주기적 유통

방식으로 우리나라 지식정보 유통 패러다임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의 중심

에 바로 KISTI의 4대 핵심 사업이 있다. 지금까지 구축.축적된 방대한 정보자원과 경험,

기술력을 바탕으로 NTIS, e-Science,  e-NSL, R&BD의 4대 핵심사업을 성공적으로 완

료함과 동시에 R&D 기획, 수행, 사업화 확산의 전 단계에서 요구되는 과학기술정보는 물

론, 산업.시장정보, 국내.외 정보와 지역정보, 고성능 연구장비와 사이버 연구환경이 체계

적으로연계.융합되는선진정보체제를구축할것이다. 

이러한 선진정보체제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구현을 위하여 물리적.기술적 기반을 조성

함과 동시에 국가적 차원의 법.제도, 지식정보 인프라 조정.관리체제, 유관기관 간의 합리

적역할분담등다양한정책과제도적측면의개선을위한작업도추진을준비하고있다. 이

계획을통해국가 R&D 정책에서부터단일정보자원, 첨단장비, 고성능네트워크에이르기까

지국가R&D 활동에수반되는모든구성요소들이차세대디지털환경속에서기획되고수행.

관리.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 과학기술 연구개발 생산성과 경쟁력을 선진국

수준으로끌어올려과학기술입국실현을앞당길수있으리라기대된다.

이러한국가적계획은지난45년간우리나라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를이끌어온KISTI에

게앞으로의새로운45년의시작을알리는첫걸음이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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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동남아시아‘쓰나미참사’지역에2006년부터 로벌통신시스템(GTS)을이용한첨

단조기경보체제가구축된다는보도를접했다. 다행이란생각에앞서, 참사이전에구축됐다면얼

마나많은생명을구할수있었을까하는아쉬움이먼저떠올랐다. 

기상재앙뿐만이아니다. 군사위협이나환경오염, 최근에는부동산이나금융권에서도앞다퉈조기

경보체제를도입하고있다. 미래의손실을미리예측하고경고하고대응해피해를최소화하려는

노력이사회전반에확산되고있는것이다.

조기경보체제의중요성은과학기술계에서도역시마찬가지다. 수개월동안열정적으로연구한기

술이이미개발된것이라면? 연구방향을잘못잡는바람에세계적인흐름에역행하는엉뚱한결과

를낳았다면? 똑같은연구를여러기관에서중복진행하고있다면? 연구자로써는참으로당황스러

울수밖에없는일이다. 연구비손실, 연구지연등국가차원의피해는두말할것도없다. 

이러한시행착오를막기위해연구자들은전세계과학기술동향을미리파악하고연구내용을분

석하는등매우많은공을들인다. 실제로미국과학재단은본국의과학기술자들이연구과제선정

과방향설정등에서발생할수있는시행착오를막기위해전체연구시간의무려40%를소요한다

는연구결과를발표한바있다. 국내연구자들역시연구시간의23% 이상을소요하는것으로조사

됐다(KISTI, 2003). 아마도R&D를해본사람이라면이러한어려움은모두겪어봤을것이다. 

그렇다면어떻게이문제를해결할것인가? ‘쓰나미참사’의교훈에서도알수있듯이가장좋은방

법은조기경보시스템을만드는것이다. 연구자들이직접모니터링을하느라연구시간과예산을낭

비하지않도록, 세계곳곳의과학기술정보를미리수집하고분석해R&D 전과정에서생길수있는

문제들을경고해주는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면, 연구자는그야말로연구에만올인할수있게

된다. 굳이정보수집을하지않더라도자신이수행하는연구주제나방향에문제가생겨조기경보

가발생되면, 그내용을판단해연구자는신속히연구를포기하거나방향을수정함으로써귀중한

시간과연구비의낭비를막을수있게되는것이다.

최근우리연구원에서도과학기술조기경보시스템에대한논의가본격화되고있다. 우리연구원

은이미과학및산업기술에관한약4,600만건의방대한정보를확보하고있고, 한민족과학기술

자네트워크(KOSEN) 회원을비롯세계곳곳에4만명가까운자료수집전문인력풀을갖고있다.

그리고우리연구원이주관기관이되어2006년부터본격적으로추진하고있는국가과학기술종합

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 NTIS) 구축사업이성공적

으로추진되면, 과학기술지식정보뿐아니라연구성과.인력.기획.관리.평가등과학기술R&D에필

요한모든정보가범부처적으로공동활용될수있기때문에조기경보시스템을구축하는것이더욱용

이해진다. 

그러나이것만으로는부족하다. 전세계에서1년에생산되는정보의총량은54억기가바이트가넘

는다(미국버클리대학교, 2003). 이토록방대한정보를수집.분석해R&D를컨설팅하기위해서는

전세계정보생산자가동시에정보제공자와수집가가되는긴 한네트워크형성, 수집된정보를

분석해지식지도를만드는전문인력의양성과확보등다양한노력이지속돼야한다. 

‘과학기술중심사회실현을통한선진입국’은참여정부의핵심적인청사진가운데하나다. 그러나

인력, 재정, 첨단설비등과학기술발전을위한요소들은한정돼있다. 이러한한계를넘어서기위

해서는‘연구효율’을높여야하며, 조기경보시스템이야말로연구효율을극대화할수있는가장효

과적인방법가운데하나라고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를 비롯한 과학기술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과학기술

R&D의실패와시행착오를막는것은, 자연재해를막는것만큼이나국가를위해꼭필요한일임을

기억해야겠다.

NNTTIISS를를 기기반반으으로로
조조기기경경보보체체제제 구구축축

/ 문 호 센터장, 정보분석센터
yhmoon@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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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R&D 주기는급속히짧아지고, 정보기술.생명공학.나노기술등의융합은점차다

양하고복잡해지고있으며, 광입자충돌가속기실험이나 로벌환경프로젝트같이여러국가가

함께연구해야만하는인류의거대연구과제또한빠르게활성화되고있다. 

이러한변화는인터넷이라는거대한물결과맞물리면서‘사이버과학기술국제협업’이라는새로운

패러다임을불러왔다. 이제사이버상에서전세계의연구자들과대용량정보와첨단연구기기, 연

구인력등을자유롭게공유함으로써R&D 효율성을수십수백배까지높이는것이야말로 로벌

무한경쟁을선도하기위한필수요소가됐다. 우리나라역시지난2005년부터우리연구원이수행

하고있는e-Science 연구환경구축프로젝트를통해이러한사이버협업을적극추진하고있다.

e-Science 연구환경이성공적으로구축되면국내에서만연간900억원이상의R&D 예산이절감

될수있다는사실만봐도e-Science 연구환경이얼마나중요한지잘알수있다.

이렇게시시각각다가오는사이버국제협업의필요성에도불구하고, 국내연구자들은많은한계를

안고있었다. 국제연구망의속도는155M~1Gbps 정도에불과해, 국제협업을위한현실적인속도

인10Gbps급보다한참이나느렸고, 여러국가의연구망을경유하는경우에는속도저하는물론복

잡한절차때문에더욱어려움이많았다. 하드디스크를통째로들고비행기를타는것이대용량데

이터를획득하는가장빠른방법이라는답답한얘기도현실이었다. 

그러던중2005년8월1일한국,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등6개국을중심으로전세

계를 10Gbps급 광통신으로 연결하는 세계 최초의 환형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 로리아드

(GLORIAD)가개통됐다. 로리아드개통과함께국제연구망의네트워킹속도와다국경유문제,

더불어데이터전송의안전성문제까지동시에해결됐다. 그리고무엇보다국제적e-Science 연구

환경의발판이마련됐다. e-Science를통해과학기술각분야의응용연구가세계수준으로급성장

할수있는안정적인계기가마련된것이었다.

그뿐만이아니다. 미국, 캐나다등6개핵심참여국에게만주어지는 로리아드사용에관한

협의결정권을획득함으로써우리나라는 로리아드와연동된각종국제협업프로젝트에관한실

질적인참여‘우선권’을보장받게됐다. 미래의무한에너지원을선점하기위한국제핵융합실험로

연구, 물리학발전의기초인광입자충돌가속기실험등은세계각국이앞다퉈참여하고싶어하는

연구분야다. 이러한프로젝트는물론의료, 기후예측, 천문등 로리아드를활용한다양한국제응

용연구에우선적으로참여하게됨으로써이제우리는세계최강의과학기술선진국들과어깨를나

란히할수있게됐다.

국가의위상도높아졌다. 첫째, 미국, 러시아, 캐나다를비롯한세계적인과학기술및네트워킹강

국들과대등한위치에서 로리아드핵심참여국이됐다는것자체부터가세계를놀라게할만한

일이고둘째, 아시아주변국들이 로리아드망을사용하고자할때거치는거점이됐다는것, 다시

말해우리나라가 로벌e-Science의중요한경유지가됐다는것도국가과학기술의위상을세계

에떨치는일이다. 그리고무엇보다셋째, 국제적e-Science 연구환경을기반으로과학기술수준이

급성장하게된다면우리나라가동북아는물론전세계과학기술의중심국이라는자랑스러운위상

을갖게되는것도시간문제라고생각한다.   

지금까지우리나라의과학기술계는지정학적으로불리한위치, 경제력부족, 원천기술의부재등

여러한계로인해세계정상의바로앞에서번번이좌절되곤했다. 로리아드와이를기반으로한

국제적e-Science 연구환경의구축이야말로우리나라과학기술이안고있는이러한생래적인한

계를한꺼번에극복할수있는기회라고생각한다. 대륙의변방에있으나과학기술R&D의국제적

핵심경유지가되고, 전세계연구자들과연구장비와인력을공동활용해경제력부족의한계를가

볍게넘어서며, 거대국제협업을통한신기술개발로원천기술국의지위를확보할수있는길이바

로여기에있는것이다.

국국제제적적 ee--SScciieennccee를를
가가능능케케 해해 준준

로로리리아아드드((GGLLOORRIIAADD))
/ 이지수 센터장, 슈퍼컴퓨팅센터

jysoo@kist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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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연구원은 지난 2005년을 혁신제도 구축의 해로 설정하여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혁

신성과를 도출하 다. 먼저 우리 연구원의 조직구조가 미래 전문연구사업단 수행을 위한

토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면적인 팀제를 도입하 으며 기존의 6개 연구 사업부를

3사업단 4센터로개편하고중장기발전계획이포함된‘KISTI Quantum Jump Strategy’

를실천하 다.

둘째, 연구원 통합 5주년에 근거하여 그간의 연구원 경 성과를 점검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미래 유망 연구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경 진단 컨설팅을 실시하 다. 본 경 진단 컨설팅을 통해 퇴출대상 사업과 중점추진

사업 역을설정하 다.

셋째, 원내최초로분원장직을포함한연구사업단장(센터장)과같은고위직무에대하여직위

공모제를실시하여사업단별책임경 체제를유도하고직위별적임자를선발.임명하 다.

넷째, 혁신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고 상시 혁신체제를 정착시키기 위해 경 혁신팀을

신설하여연구원의혁신마인드를조성하고직원간, 부서간혁신공감대를형성하 다.

다섯째로고객중심경 체제를확립하고보다발전된과학기술정보서비스업무를수행하

기위해출연연구기관 최초로‘BI(Brand Image)인 yes KiSTi’를 제정하여 연구원 업무

다음은우리연구원의혁신추진체계를그림으로표현한것이다. 

282281 제3편 ‘혁신’의 내일, 과학기술 선진입국을 꿈꾸며

KKIISSTTII 혁혁신신추추진진 체체계계도도

11.. 이이제제 테테마마는는 혁혁신신

BPR, 6시그마, 블루오션......

21세기무한경쟁시대에서살아남기위해전세계의조직과기업들은새로운경 전략과실

천방법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다. 혁신이란‘변화를 위한 도전에 대응할 수 있

는 능력을 키우는 일’이라는 내용상의 정의로 볼 때 KISTI는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최초의

통합 사례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혁신에 앞장설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상황에 있었다고

볼수있다.  

KISTI는 서로다른조직구조와문화를가진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

터(KORDIC)가 통합하여 출범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2001년 태동기를 시작으로 2002

년, 2005년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연구기관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발돋움하기까지 혁신은

선택이아닌필수일수밖에없었다. 실제로 우리 연구원은 고유의 지식정보 콘텐트 수집.유

통 기능뿐 아니라 슈퍼컴퓨팅과 e-Science 연구환경 등 첨단 R&D인프라 구축을 추진하

는등혁신의길을걸어왔다. 

혁신은 크게 기존 체제를 타파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거시적 관점과 현 체제 안에

서변화를통해현실을개선하는미시적인관점으로나누어볼수있다. 

전자의 경우는 조직이 위기상황에 직면하여 생존이 불투명할 경우 실천에 옮겨지는 방법

중하나로개혁이수반되는혁신으로정의할수있으며, 후자의경우는향후조직이봉착할

수 있는 위기상황을 미리 예측하여 현 시점에서 변화와 혁신을 통해 기관의 지속적인 발전

을지향하는예방적차원의혁신방법으로볼수있다.

그렇다면 KISTI의 혁신방향은어떠해야할것인가?  우리연구원은‘과학기술지식정보

인프라의 선도 연구개발 및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 가치창조 실현’이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연구원의 특성상 고객중심 관점에서 업무와 혁신이 추진되어야 하며

특정시점, 특정정부에국한되는일회성조직행동이아니라연구원의자율적의지로자발적

인필요에의해서지속적으로실천해나가야하는상시활동규범인것이다. 

제2장
비상(  飛上 )

국내 최고의 과학기술정보인프라 보유
- 정보자원, 슈퍼컴, 초고속연구망 등

R&D 전 단계 종합정보 제공 기능

IT 기술, 인터넷 환경 발달

핵심 비전사업 발굴
(NTIS, NDSL, e-Science)

연구기능과 서비스기능 혼재

연계된 사업간 협력 부족

전직원의 혁신역량 미흡

민간, 유사기관 등장, 경쟁 심화

이용자 욕구 다양화, 고급화

정부의 혁신 요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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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에혁신브랜드사용을정착시켰다.

끝으로 KISTI에서 운 하는 각종 홈페이지를 통합하고 이용자 정보를 표준화된 형식으

로관리하며, 통합인증체제시스템을구현하여고객중심주의의새場을마련한과학기술정보

포털웹서비스(http://www. yeskisti.net이서비스)를개시하 다.

이외에도기관경 전부문에걸쳐혁신적인업무처리가이루어질수있도록인사, 구매,

연구관리, 홍보체계 등을 개선하 다. 이는 2회에 걸쳐 실시된 혁신사례 경진대회를 통해

서구체적인사례를찾아볼수있다. 이러한전사적인혁신활동을통해연구원의혁신수준

또한한층높아지고있다.

이러한 일련의 혁신활동을 통해 혁신이 궁극적으로 연구원의 미래지향적 혁신활동을 뒷

받침하고연구원발전의디딤돌이될수있도록하는방안을수립했다. 

첫째, 중장기적인 인력양성 프로그램인 KISTI HRDP 2015 수립을 목표로 전 직원의 의

견수렴 및 만족도조사, 인재역량모델 및 맞춤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을개발하여연구원의인적자원고도화를실현하

고자한다. 

둘째, 우수연구원의자격요건을설정하여해당연구실적

을 충족한 연구원을‘KISTI- STAR 연구원’으로 명명하

여파격적인보상및처우를실시함으로써연구분위기활

성화를도모하고자한다.

셋째, 임직원의 청렴유지를 위해 KISTI人 像(statue)을

정립하고정체성(Identity) 재정립을통한내.외부행동강

산학연과학기술정보이용자클러스터를활용한성과확산체제
팀별/개인별업무진척관리카드개발및활용
KISTI CI 구축 : KISTI WAY 프로그램개발
BSC를이용한전략적성과측정및성과관리
연구원홍보자료전자납본제도구축및운
컴포넌트(Component)型구매제도
정책품질관리제도도입
찾아가는연구관리서비스

비고혁신부문 혁신과제명
고객중심
성과관리
윤리중심
성과측정
업무효율
예산절감
수요대응
자율혁신

제제22회회 혁혁신신사사례례경경진진대대회회 우우수수과과제제

사업혁신
사업혁신
조직혁신
제도혁신
환경혁신
제도혁신
사업혁신
환경혁신

령을 수립하여 윤리경 및 투명경 을 실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KISTI Way’를 선포

하고실천활동의바로미터로활용하고자한다.

넷째, 연구성과, 재정기여도, 고객만족지수, 개인별역량등을종합적으로측정하기위해

합리적인 성과측정제도인 BSC개념을 활용하여 전사적인 평가지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

하고자한다.  

다섯째, 연구원의 자원을 미래 핵심적인 비전 사업에 선택과 집중하는 전문연구단위사업

체제인 Top Brand 프로젝트중심의연구조직을운 하고자한다.

여섯째, 혁신사례경진대회, 혁신실적점검회의, 365 혁신모토 운 등을 통한 상시혁신

시스템 구축 및 적극적인 변화 대응 능력 배양 등 다양하고 창의적인 혁신활동과 혁신에

동참하는열정(enthusiastic mind)을 가지고어제도오늘도내일도이루어지는진행형혁

신을계속할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로벌화가 가속됨에 따라 우리의 경쟁상대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에 있고

이제 연구 성과 또한 세계적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또 국내의 연구자들이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해외 정보기관의 문을 두드리듯이 외국의 연구 개발자들도 대한민국의

KISTI를 통해정보를획득할수있어야한다. 과학기술을통한선진입국의꿈은이처럼

로벌 경쟁체제하에 굳건한 KISTI로 자리매김할 때 이루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나로부터

꾸준히 세계를 무대로 변화와 혁신을 실천할 때’자연스럽게 세계 속의 KISTI, 대한민국

선진입국이실현되는그날이올수있을것이다. 

제1회 혁신사례 발표회(2005년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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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비비상상((飛飛上上))

누구든지(Anyone) 연구개발과 관련된 모든 정보(Any-information)를, 언제(Anytime),

어디서나(Anywhere) 쉽고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사이버 정보 인프라(Cyber Infor-

mation Infrastructure) 환경, 이것이 KISTI가 꿈꾸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 인프라의

미래환경이다.

앞으로 KISTI의 4대 핵심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통해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통합 발전을 이끌어낸다면, 누구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로벌

초고속 연구망을 통해 연구자.연구장비.첨단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공동 활용할 수

있게 됨으로써, 기존의 R&D 환경에서는 수행할 수 없었던 다양한 첨단 R&D의 수행이 가

능해진다. 

이러한미래사이버정보인프라환경의성공적구현을위해서는세계어느정보기관도가

지지 못한, KISTI만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을 적극적으로 발굴.활용하여야 한다.

KISTI가 가지고있는핵심가치이자반드시해결해야할문제의핵심키워드는바로‘융합

(Convergence)’이다. 

이른바,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지식정보, 그리고 정보 서비스의 완전한 융합과 함께 정보

자원구축으로대변되는전통적사업과, 4대 핵심사업으로대변되는미래사업간의유기적

연계체제구축을통한현재와미래의완전한융합이요구되는것이다. 

이를위해먼저기존의산업및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구축에서슈퍼컴퓨터와연구전산망을

연계한 명실상부한 국가지식 정보인프라구축의 선도적 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고자 하며, 특

히차세대기술개발(BT, IT, ET, NT, CT, ST)등과같은새로운첨단과학기술의발전을주도

해나갈 고성능 지식인프라에 기반을 둔 강력한 과학기술지식인프라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탈

바꿈하고자한다.

KISTI는 이미 슈퍼컴퓨팅 인프라-지식정보-서비스, 그리고 현재-미래의 융합을 위한

작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 일환으로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지식정보와의 연계를

위한 Bioinformatics 사업, Digital Korean 등 실험.수치정보의 가시화 및 응용기술 개

발, 세계 나노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이를 전파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할 나노정보분석실 설

치, 그리고 KISTI 연구성과의종합확산.서비스를위한전담부서성과확산센터설치, 정보

의계량화에기반한R&D 기획의사결정지원시스템개발등을추진하 다. 

286285 제3편 ‘혁신’의 내일, 과학기술 선진입국을 꿈꾸며

앞으로도 KISTI 내.외부적 인프라, 조직, 사업의 연계.융합을 위한 활동을 더욱 강화함으

로써향후과학기술관련지식정보인프라전반의국가적융합까지이끌어낸다는전략이다.    

‘KISTI만의 독창적 미래, Cyber 정보인프라 환경 구축을 통한 세계 초일류 정보기관으

로의도약!’, KISTI의 이 목표는이제더이상꿈이아니다. KISTI는 이를위한모든준비

를착실히수행해나가고있으며, 이는머지않은미래에현실로다가올우리의모습인것이다.

이 원대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KISTI의 성장 엔진은 멈추지 않고 힘차

게돌아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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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폴로박사, 나비넥타이로유명한조경철박사가KISTI의전신인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의초대사무총장을지냈

다는것을아는사람은드물다.

1968년‘유치과학자 1호’로 미국에서 돌아온 조경철 박사는 그로부터 1년 뒤 청와대로부터 한 통의 전화를 받으면서

KORSTIC과인연을맺게됐다. “당시박정희대통령은‘과학한국’을이룩한다는기치아래정보ㆍ연구ㆍ교육이라는삼각대

를생각하고있었습니다. 그중정보분야를담당하는적임자로저를생각했는데, 외국에서유학생활을오래했고또NASA에

서 근무한 경험으로 미루어 과학기술에 정보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과학기술정보분야에대한적극적인지지를약속받고창경원입구에서홍릉으로자리를옮겨새건물을지어

사무총장으로 취임했지만, 당시 상황은 열악했다. 당장 과학 기술정보를 어디서 어떻게 수집해야 하는 지도 문제 다. 

“일본에마르젠이라는회사가있었어요. 외국서적과논문을일본어로번역해서판매하는회사인데당시정보수집에대한노

하우가없던우리는마르젠과계약해학술잡지1천500권을수입하는것으로정보수집을시작했습니다.”

조경철 박사는 아직도 일본서적을 수입해 일일이 우리말로 바꾸어 수록했던 당시의 일을 생각하면 감회가 새롭다고 한다. 

“지난 4월 KISTI에서열린‘홈커밍데이’에갔다왔는데, 잡지 1천 500권으로시작된자료가지금은 1만 4000종의콘텐트로

늘어났고, 데이터베이스구축규모는수억건에이른다고하더군요. 제생활신조가‘뿌린대로거두리라’인데, 뿌린것보다훨

씬더거둔것같아정말뿌듯했습니다.”

과학에대한인식이부족했던시절, ‘조경철’이라는이름은곧‘과학기술’의대명사라고해도과언이아니었다. 방송출연과

강연은물론이고, 170권이넘는저서를써가며국민들에게과학기술을알려왔다. 그리고수십년의세월이지난지금도그는

걸어다니는과학전도사다. 

“저를 보면서 과학자의 꿈을 키웠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그런 역할을 계속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ISTI의도움이많이필요해요. 과학자를꿈꾸는우리아이들이KISTI의뛰어난과학지식정보인프라를이용해아무불편없이

꿈을펼쳐나갈수있도록뒷받침을해줘야합니다.”

여든이가까운나이지만그는어떤젊은이보다에너지가넘친다. 우리나라에서가장많은종류의자동차를타본자동차광이

기도하고, 매일매일200자원고지스무장의 을쓰는원칙도여전히고수하고있다. 

그리고통산45주년을맞은KISTI에대한애정역시여전했다.  

“아직도KORSTIC 시절함께일했던사람들의이름이기억납니다. 또서울홍릉분원을지날때나대전에있는본원을지날때

도자꾸만시선이가요.”

조경철박사는KISTI의미래에대한격려의말도잊지않았다.

“KORSTIC에서부터시작해 KIET, KINITI, KORDIC 그리고 KISTI로 이어지기까지 KISTI는 우리나라과학기술이보다빠르게

성장할수있도록수준높은지식정보인프라를구축하는데최선을다해왔습니다. 땅이기름져야곡식이잘자라는것처럼,

KISTI의인프라가뛰어나야우리의과학기술성과도세계일류가될수있다는것을꼭잊지마십시오. KISTI의태동과함께있

었던사람의하나로서, 앞으로더욱탄탄하게성장하는KISTI를지켜볼수있기를기대하겠습니다.”

KISTI를 만든
5인의 프론티어

1953년연연세세대대물물리리학학과과졸졸업업 1962년미미국국펜펜실실베베니니아아대대천천문문학학박박사사 1965~1967년미미국국NNAASSAA 최최고고연연구구원원

1968~1979년연연세세대대이이공공대대교교수수및및 천천문문기기상상학학과과장장 1973~1975년한한국국천천문문학학회회회회장장

1979~1992년경경희희대대교교수수및및공공과과대대학학부부총총장장역역임임 1993~ 현재한한국국우우주주환환경경과과학학연연구구소소소소장장 ,, 경경희희대대평평화화복복지지대대학학원원교교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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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식원장을아는사람들은그를 국신사, 혹은떡국신사로많이기억한다. 박원장의인품과행적을보면그러한별명이쉽

게수긍이간다. 

1990년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설립 준비 위원장에 취임해 산업기술정보원 출범과 함께 6년 동안 1, 2대 원장을 지낸 박홍식

원장. 그러나박원장에게우리연구원은낯선도전이었다고한다. 그도그럴것이취임전박원장은서울대법과대학을졸업해

30여년동안상공부와특허청에서근무했던토박이공무원이었다. 

“정부기관에있을때정보에관련된업무를접해보긴했지만KINITI 원장으로취임한첫해엔, 사실어려움도많았습니다. 적응

도쉽지않았고요. 그런데우리직원들의순수한모습을보면서기관에정이붙으니까, 업무도빠르게진척이되더라구요.”

일도애정을바탕으로발전한다는박원장은, 설날이면직원들을집으로초대해떡국을끓여주는것으로도유명했다. 한건물에

있던 산업연구원(KIET)의 원장이 다섯 번이나 바뀌는 동안에도 박 원장이 굳건하게 KINITI의 큰아버지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도어쩌면동양사상에근거한따뜻한인간관계때문이었을것이다. 박원장의인품은그의저서‘소인과대인’에도잘드러나

있다.

“6년동안KINITI 원장으로있으면서항상마음에새기고추구했던건인화와창의 습니다. 눈앞의이익이당장에는커보이지

만, 넓고멀게보면서다른사람을배려하는것이나중에는더큰이익이됩니다. 또빠른과학기술계의변화를따라잡기위해직

원들이보다창의적인노력을할수있도록배려했습니다. 될수있으면부서장에게업무를위임해서책임운 하는‘준사업부

제’를도입했습니다.”

박원장의부드러운카리스마는보이지않는듯했으나, KINITI의발전에큰 향을끼쳤다. 

박원장은국내최초로‘기술도사고팔수있다’는개념을도입한사람이다. 상공부에서의경험을살려‘테크노마트’를개최함

으로써 우리의 기술을 세계에 팔고, 반대로 국가 발전에 꼭 도움이 되는 선진기술을 빠르게 도입했다. 또 당시 4개뿐이던 지역

센터를 12개로확장해지방화시대정보화의기틀을마련하기도했다. 뿐만아니라, 특허청장을지냈던경험을백분활용해해

외의특허정보입수에도많은공을들 다. 그덕분에특허권시비에휘말려기술에대한권리를송두리째빼앗길뻔한기업들도

수없이살려냈다.

“그때나지금이나연구개발의시행착오를막고연구방향을잡아주는정보를확보하는것은매우중요한일입니다. 수개월동안

열정적으로연구한기술이이미개발이끝나국제특허가난것이거나, 연구방향을잘못잡는바람에세계적인흐름에역행하는

엉뚱한결과를낳았다면정말낭패일수밖에없지않겠어요? 지금은 KISTI에서방대한정보를가지고체계적인연구개발조기

경보체제를만들어가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만, 외국의정보가매우귀했던그시절에는‘무지’때문에다된밥에코를빠

뜨리는경우가참많았습니다.”

열정적으로선진국들의정보를수집한것도, 국내기업들에대한애정때문이었다는박홍식원장. 그는 KINITI를세계최고의정

보기관으로만들고자최선을다했고, 이제는KISTI를통해그꿈을이룰것을소망하고있었다.

“세계적으로경쟁력있는정보기관을만들고싶었습니다. 제가 KINITI 원장으로있는동안국외의과학기술정보에대한관심은

많이커졌지만, 일류기관이라고말하긴힘들었죠. 하지만 KISTI는이미세계적인기관이됐고, 지금처럼만간다면앞으로얼마

든지세계초일류기관이될수있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 KISTI가저의소망을꼭이뤄주길언제나기대하고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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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2년 서서울울대대학학교교법법학학대대학학졸졸업업 1961년고고시시행행정정과과 1133회회합합격격 1968~1971년서서울울대대학학교교경경 학학석석사사

1980~1981년상상공공부부상상역역국국장장 1988~1990년특특허허청청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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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발표된‘2006년OECD 통계연보’에따르면우리나라의과학기술수준은 OECD 회원국들중에서도최상위에속한다. 특히수출의30% 가

까이가 IT 제품일정도로 IT 기술력은세계최고라해도과언이아니다. IT 기술력을논하다보면컴퓨팅수준을논하게되고, 그렇게거슬러올라

가다보면언제나마주치게되는이름이있다. 바로국내컴퓨팅기술의산증인인성기수소장이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초대소장을지낸성기수소장은컴퓨터에대한개념조차없던우리나라에처음컴

퓨터를도입한컴퓨팅계의문익점이다.

“하버드대학으로유학을갔을때컴퓨터를처음접했습니다. 로켓탄도공식을유도해내기위해서컴퓨터를독학하기시작했지요. 그런데공부

를하다보니컴퓨터의가능성이너무나큰거예요. 당시우리나라 1인당국민소득은아프리카극빈국수준이었는데, 지독한빈곤을탈출할수

있는방법이바로컴퓨터에있다는확신이들었습니다.”

당시공군합격기준치인몸무게50kg을만드느라자장면을두그릇먹고물한사발을들이켜합격했다는작은체격의성기수소장이세계를품

고도남을그런원대한꿈을꾼것은조국의근대화라는사명감이있었기때문이었다.

1960년대초귀국한성소장은곧바로컴퓨터를이땅에소개하는일부터시작했다. 

“KIST 전자계산실에처음컴퓨터가도입될당시한국에는정부기관, 은행, 제약회사를통틀어 7대의컴퓨터밖에없었습니다. 그때 KIST에서도

입한것이CDC-3300이라는초대형컴퓨터 지요. 하지만장기적으로더욱중요한것은슈퍼컴퓨터의도입이었습니다. 국가과학기술 R&D를

급성장시키려면슈퍼컴퓨터한대쯤은꼭있어야한다고끈질기게정부관계자들을설득했습니다.”

그렇게해서도입된것이 1988년, KA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에들어온국내슈퍼컴퓨터 1호기‘CRAY-2S’ 다. 그러나슈퍼컴퓨터도입과함

께성소장은시기와우려가섞인따가운시선을받아야만했다. 1980년대에 300억원이넘는돈을주고겨우컴퓨터한대를산다는것자체가

모험인데다가, 당시R&D 상황에서는슈퍼컴퓨팅자원의대부분이놀게될것이틀림없다는주장도분분했다.

그러나이러한우려는슈퍼컴퓨터를도입한지5년만에지속적인사용자증가로슈퍼컴퓨터용량이포화상태에이르게됨으로써자연스럽게불

식됐다. 슈퍼컴퓨터 1호기는국내의기상예보, 석유탐사, 상지도제작, 자동차설계, 항공기부품설계, 신약개발, 원자력안전성분석등의연

구가빠르게성장하는데지대한 향을끼쳤다.

슈퍼컴퓨터를도입하는것은건설노동자에게거대한타워크레인을만들어주는것과같다는성기수소장. 그는슈퍼컴퓨터야말로 21세기지식

정보사회를뒷받침하는가장중요한요건중에하나라고역설했다.

“시간이지날수록문서의형태를벗어난지식정보들은급증하게될겁니다. 인간게놈자료처럼일반컴퓨터로는엄두도낼수없는대용량정보

들이수없이생겨나고있기때문에, 이를연산하고시뮬레이션해연구에사용할수있도록해주는슈퍼컴퓨터의역할은앞으로점점더커질것

입니다. 이미슈퍼컴퓨팅파워가한나라과학기술수준을판단하는중요한기준으로인정되고있구요. 앞으로슈퍼컴퓨팅을기반으로 KISTI가

해야할일이너무나많습니다. 슈퍼컴퓨팅센터와함께세계정상에우뚝선KISTI를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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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8년서서울울대대학학교교항항공공공공학학학학사사 1963년하하버버드드대대기기계계공공학학박박사사,, 미미국국하하버버드드대대연연구구원원 1967~1993년시시스스템템공공학학연연구구소소장장

1993~1995년한한국국과과학학기기술술연연구구원원부부설설 연연구구개개발발정정보보센센터터소소장장 1995~1998년동동명명정정보보대대초초대대총총장장

2000~2001년국국가가과과학학기기술술자자문문위위원원회회위위원원 2001~2004년한한국국교교육육학학술술정정보보원원((KKEERRIISS)) 이이사사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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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서부터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에 이르기까지, 김규칠 원장의 취임은 역대 원장 중 가장 파격적인 인사로 꼽힌

다. 시사프로그램의사회자로명성이높았던특이한이력을가지고있기때문이다. 

“방송진행자가과학기술정보전문기관의수장이된다고하니까걱정하는사람이많았어요. 하지만저는자신있었습니다.”

김규칠원장이KINITI 운 을자신했던것은, 과학기술정보에대한확고한철학이있었기때문이었다. 

“우리나라가뛰어난인력외에가진게뭐있었습니까. 우수한두뇌로과학기술을발전시키는것이야말로국가경쟁력을키울수있는가장확실

한방법이고, 그러기위해서는먼저과학기술정보인프라를튼튼하게다지는것이필요하다고생각했습니다.”

김규칠원장은KINITI라는배를세계최고의기관으로이끌기위해취임전부터하루해가짧게느껴질정도로많은것을준비했다고한다. 그리고

취임과동시에거침없는개혁을시도했다.

“제가막취임했을때, 세계는본격적인무한경쟁체제에들어가고있었습니다.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 WTO)가 무역자유화

를표방하면서국가간경쟁이아주치열해졌지요. 이러한시대상황을극복하기위해국가차원에서도과학기술정보의중요성을거듭강조하고

있었지만, 정보인프라구축의핵심인KINITI의혁신은결코쉽지않았습니다.”

김규칠원장이취임한것은 KINITI가 산업연구원(KIET)으로부터분리독립한지 6년이되던해 고, 직원들은이미안정을찾고있었다. 심야토

론진행자시절부터개혁적성향으로정평이나있던김원장이었지만, 견고하게틀을잡은기관을급격하게변화시키는것은결코쉽지않았다.

그러나김원장은단호했다. 우선과학기술정보시스템인 KINITI-IR의기종을 IBM에서리눅스로바꿨다. 당장큰문제가없는시스템을예산과

시스템교육등여러과제를끌어안고새롭게바꾼다는것은상당한모험이다. 그러나미래의가능성을염두에두고김원장은과감한결단을내

렸다. 또기업을지원하는포털정보망인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이노넷(Innonet)을구축하고, 인터넷을이용한상설기술시장시스템인사이버

IT 마트(국제기술시장)를개설했다. 뿐만아니라특유의외교력을발휘해일본, 중국, 프랑스, 러시아등의연구기관들과도매우적극적인업무

협력을진행했다.

그러나 취임 직후 김 원장의 개혁에 뜻하지 않게 브레이크를 거는 사건이 터졌다. 바로 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 외환 위기 다.

“혁신프로젝트들을진행하기어려워진것도문제 지만, 가족같던 40여명의연구원들을‘정리해고’해야하는것은더욱가슴아픈일이었습

니다.”

그러나 김 원장은 물러서지 않았다. KINITI를 21세기 지식정보사회의 원동력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불태우며 다시 개혁 프로그램들을 가동시켰

다. 그가운데가장역점을두었던것은산업기술정보원과연구개발정보센터의통합구상이다. 그는취임이후부터줄곧효율성과생산성제고등

여러가지문제를해결하기위해서양기관의통합이불가피하다는것을역설해왔으며, 국민의정부인수위원회와공공기술연구회에구체적인

통합추진방안을제시했었다. 당시의구상이현재의KISTI의모습에상당한 향을끼쳤음은주지의사실이다.

아직도김원장의과학기술지식정보에대한관심과애정은매우뜨거웠다. 한발더나아가김원장은KISTI의장기적인로드맵에대한제언까지

덧붙 다.

“21세기는정보의시대인동시에문화의시대입니다. 문화를과학기술에접목시킨다면훨씬더많은부가가치를가져올수있을것이라고생각

합니다. 그리고지식정보인프라구축기관인KISTI야말로과학과예술의가교역할을할수있는핵심적인기관이라고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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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9년서서울울대대법법과과대대법법학학과과졸졸업업 1971년주주일일및및오오스스트트리리아아대대사사관관근근무무

1981~1986년외외무무부부기기획획예예산산과과과과장장,, 주주덴덴마마크크대대사사관관참참사사관관

1988년외외교교안안보보연연구구원원아아주주연연구구관관,, 국국회회정정책책연연구구위위원원 1992~1994년 KKBBSS 심심야야토토론론,, 정정책책진진단단사사회회자자

1993~1996년 KKBBSS 이이사사,, 행행정정쇄쇄신신위위원원 2000~2004년불불교교방방송송사사장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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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화원장은자주사람들을놀라게한다. 지난 1999년, 연구개발정보센터초대소장(독립법인)으로취임하면서최연소정부출연연구기관장기록을

세울때도그랬고, 2001년, 산업기술정보원과연구개발정보센터를통합한지1년만에공공기술연구회기관평가만년최하위기관이던KISTI를기관평

가1위에당당히올려놓을때도과학기술계는놀라움을금치못했다. 규모와예산, 연구성과등의면에서다른기관이20~30년에걸쳐이룰법한성장

을단5년만에해낸것도유례가없는일이었다. 

그러나이처럼강력한추진력의소유자인조원장도통합초기에는어려움이많았다. 새로운경 시스템을갖추고조직을개편하는것도쉽지않았지

만, 더욱힘들었던것은양기관출신직원들을공평한기준으로아우르는것이었다.

“처음기관장이되고나서앞으로어떻게기관을끌고나가야할까, 고민을많이했습니다. 그때생각한게순리(順理)예요. 노력하지않은사람은도태

되고, 최선을다해자신의가치를높이는사람에겐더나은미래가자연스럽게따라온다는순리의원칙을세웠습니다. 그다음에직원배치와부서장의

임명그리고업무성과를판단해성과급을결정하는것까지모두직원들손에맡겼어요. 그러고나니까골치아픈일들이술술알아서해결되더군요. 자

연스런경쟁을통한조정이이뤄졌고, 기관장은별로개입할것도없었습니다.”

일단직원들의화합을이끌어낸다음, 조원장이총력을기울인것은기관의정체성을새롭게구축하는일이었다. 세계과학기술계는분초를다퉈가며

거대화, 협업화, 첨단화되고 있었고 이러한 급박한 흐름 속에서 국내 연구자들의 R&D를 확실하게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KISTI가먼저변해야한다는것이조원장의확고한생각이었다.

“전통적으로 지식정보라 하면, 논문이나 프로시딩 같은 문헌자료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21세기의 시작과 함께 DNA 분석자료나 바이오 실험수치, 기

상, 고에너지물리같은‘첨단대용량정보’들이급증했고, 이러한자료들을 R&D에직접활용할수있도록빠르게연산처리하고분석하려면무엇보다

슈퍼컴퓨터가절실했습니다. 또대용량정보들을지역적한계없이주고받을수있는초고속연구망도필요했구요. 이렇게급변하는과학기술패러다임

에앞서가기위해우리기관의정체성역시고유의지식정보콘텐트수집ㆍ유통기능에만머물것이아니라세계수준의슈퍼컴퓨팅센터운 과 e-Science

연구환경구축등으로확대해나가야한다고생각했습니다.”

새롭게기관정체성을확립하고지난 5년간불도저같은추진력으로 KISTI를 키워온조 화원장. 최근그는‘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이

라는또다른프로젝트에집중하고있다. NTIS란, 연구성과.인력.기획.관리.평가.학술정보등과학기술R&D에필요한모든정보가범부처적으

로공동활용될수있도록해주는국가차원의정보유통플랫폼을말한다.

“KORDIC 소장이되기전까지 20여년간연구현장에서시스템을개발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National DB를구축했고,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

픽의전산시스템개발에도참여했구요. 연구자들에게가장필요한게무엇인지는당연히누구보다잘알고있지요. 그래서NTIS 구축을더강력하게추

진하고있습니다. NTIS 구축을통해기획, 예산, 평가, 성과확산등각연구단계마다각기다른기관의협조를받아왔던그동안의불편함을획기적으로

해결시키고, R&D 효율성을극대화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강력한추진력과과학기술에대한뜨거운애정을바탕으로국가과학기술계에신선한충격을던지고있는조 화원장. 그에게KISTI는어떤존재일까.

“지인들에게가끔하는말이있습니다. KISTI에 뼈를묻고싶다구요. 저에게있어서 KISTI는 정말특별합니다. 처음부터지금까지모든굴곡과성과를

직접이끌었기때문인지, 자식같은느낌이들어요. 자식이세계최고가되길원하는건모든부모의당연한소망아니겠습니까? 앞으로KISTI를세계에

서가장방대한콘텐트와가장뛰어난분석정보, 가장빠른슈퍼컴퓨터와초고속연구망그리고가장효율적인 NTIS 시스템을갖춘초일류정보기관으

로만들고싶습니다. 그리고우리연구원을기반으로‘대한민국선진입국’의꿈이반드시이뤄질수있도록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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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1993년시시스스템템공공학학연연구구소소,, 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보보유유통통사사업업단단장장 1993~1999년연연구구개개발발정정보보센센터터정정보보사사업업부부장장,, 정정보보시시스스템템부부장장

2004~현재대대덕덕연연구구개개발발특특구구기기관관장장협협의의회회장장 2005~현재국국가가과과학학기기술술자자문문회회의의자자문문위위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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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록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관

연구원CI, BI 소개

역대기관로고

역대기관장

KISTI 출범이후조직,인력,예산의변화

주요정보서비스현황

주요DB 구축현황

주요슈퍼컴퓨터자원현황

네트워크구축현황

주요시설현황

한마음KISTI

연표(KORSTIC부터KISTI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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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91. 1. 21. 산업기술정보원설립허가(상공부)

개정 1991. 8. 10. 법률제4,393호(전기통신기본법)

1993. 3. 6.법률제4,541호(정부조직법)

1994.12. 23. 법률제4,831호(정부조직법)

1995.12. 15. 산업기술정보원제15차정기이사회

1998. 2. 28. 법률제5,529호(정부조직법)

1998. 7. 15. 산업기술정보원제23차임시이사회

전문개정 1999. 3. 31. 공공기술연구회제1회정기이사회

전문개정 2000.12. 22. 공공기술연구회제23회정기이사회

2001. 4. 18. 공공기술연구회제27회임시이사회

2003.12 . 4. 공공기술연구회제58회임시이사회

2004. 6. 24.공공기술연구회제65회임시이사회

2004.12. 7. 공공기술연구회제69회임시이사회

2006. 4. 26. 공공기술연구회제87회임시이사회

제제 11 장장 총총 칙칙

제1조(명칭) 
이법인은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하“연구원”이라한다)이라한다. 
[ 문으로는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약칭 KISTI)으로표기한다]
제2조(목적) 
연구원은국가과학·기술정보분야의전문연구기관으로서과학·기술및이와관련된산업에관한정보(이하“정보”라한다)를
종합적으로수집·분석·관리하고정보의관리및유통에관한기술·정책·표준화등을전문적으로조사·연구하며연구개발인프라를
체계적으로구축·운 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및산업발전에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제3조(사무소등) 
①연구원은그주된사무소를서울특별시에둔다. 단, 2001년 7월 1일이후에는대전광역시에둔다. 
②연구원은필요한곳에공공기술연구회의승인을받아해외사무소, 분원, 지역정보센터, 부설기관을둘수있다. 
③제2항에따른해외사무소, 분원, 지역정보센터, 부설기관등의설치를위한부지및건물의확보, 인력및예산운 등
사업추진계획에대하여는연구회의사전승인을득하여야한다. <신설 2004. 6. 24.>

제3조의2(대학원대학설치및운 ) 
①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제33조의2 및동법시행령제23조내지제33조에의거
과학기술분야의전문인력을양성하기위하여공동으로부설대학원대학을설치한다. <개정 2004. 12. 7.>

②대학원대학의운 에관한사항은대학원대학운 규정에의한다.
③연구원은대학원대학과관련된사업계획및예산, 결산, 교직원임면등대학원대학운 에관한세부사항을
대학원대학의장과대학원대학운 위원회에위임한다.<신설 2003. 12. 4.> 

제4조(사업) 
연구원은제2조의목적을달성하기위하여다음각호의사업을수행한다. 
1. 국내외정보의체계적수집·관리및분산형공동활용체제구축
2. 지식정보의데이터베이스제작및전자정보화촉진·지원
3. 정보의종합유통체제구축·운
4. 정보의관리및유통에관한기술·정책·표준화등의연구·개발및자문
5. 국내외과학·기술동향의조사·분석
6. 연구전산망등과학·기술전용초고속정보망의구축·운 및지원
7. 고성능컴퓨팅기반구축과자원할당및응용기술의개발·지원
8. 정보관리·유통시스템등의보급및정보이용활성화를위한교육·훈련

9. 국가과학·기술정보전문기관으로서국내외유관기관과의협력및공동사업수행
10. 정부·민간단체로부터의연구·개발용역의수행
11. 과학기술분야의전문인력양성<신설 2003. 12. 4.>
12. 각호의부대사업, 지역정보화체제구축·운 , 기타연구원의목적달성을위하여필요한사업
제5조(연구회) 
연구원은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제18조에의하여설립된공공기술연구회
(이하“연구회”라한다)의지도·관리를받는다.<개정 2004. 12. 7.>   

제제 22 장장 임임원원 및및직직원원

제6조(임원의정수) 
①연구원에임원으로서원장 1인과감사 1인을둔다. 
②감사는비상근으로한다.
제7조(임원의선임) 
①원장및감사는연구회이사회의의결을거쳐연구회이사장이임명한다. 
②제1항의규정에의하여원장을임명함에있어서는그후보자를공개모집에의할것인지또는원장추천위원회의추천에의할것인지여부를
연구회이사장이미리관계중앙행정기관의장의의견을들어정한다.<개정 2004. 12. 7.> 

제8조(임원의임기) 
①원장및감사의임기는 3년으로한다.
②임원은임기만료후라도후임자가취임할때까지는임원으로서직무를수행할수있다.
제9조(임원의결격사유) 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자는연구원의임원이될수없다. 
1. 정당에소속하고있는자
2. 국가공무원법제33조제1항각호의 1에해당하는자<개정 2001. 4. 18.>

제10조(임원의해임) 
연구원의임원이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때에는연구회이사회의의결을거쳐연구회이사장이해임할수있다. 
1. 신체정신상의질환으로장기간직무를수행하지못하는경우
2. 제9조의각호의 1의결격사유에해당하게된경우<개정 2001. 4. 18.>
3. 법령, 정관또는연구회의정관에위반하여연구원또는연구회에중대한손실을끼친경우
4. 법제28조의규정에의한평가결과원장으로서의관리능력이현저히부족하다고판단되는경우<개정 2001. 4. 18.>
5. 직무내외를막론하고품의를손상하는행위를하거나자질이현저히부족하다고판단되어연구회의이사장또는감독관청의
요청이있는경우<신설 2001. 4. 18.>

제11조(원장의직무) 
①원장은단일이사로서연구원을대표하고, 그경 전반에대하여권한과책임을가진다. 
②원장은연구원의업무를통할하고소속직원을지휘·감독한다.
③원장은취임후 3개월이내에연구원의경 목표를연구회에제출하고승인을얻어야한다. 
④원장이궐위되거나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연구원직제순위에따라상위자가
그직무를대행한다.<개정 2000. 12. 22 , 2006. 4. 26.>

제12조(감사의직무) 
①감사는연구원의재산상황및업무집행상황을감사하며, 이와관련하여위법또는부당한사실을발견한경우에는
원장및연구회이사장에게이를보고하여야한다. 

②감사가궐위되거나사고로인하여직무를수행할수없을때에는연구원소속직원중에서이사장이지정하는자가
그직무를대행한다.<신설 2006. 4. 26.>

1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관
11 .. 한한국국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보보연연구구원원정정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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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출연금의지급) 
연구원은출연금을지급받고자할때에는그지급신청서에분기별집행계획서를첨부하여과학기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한다.<개정 2004. 12. 7.>
제24조(회계감사등) 
①원장은매사업연도의세입세출결산서를작성하여사업연도종료후 2월이내에감사에게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1. 4. 18.>
②감사는필요한경우원장에게관계자료의제출을요구할수있다.
③감사는제1항의결산서를접수한날부터 1월이내에결산에대한감사를하고그결과를연구회에보고하여야한다.<개정 2001. 4. 18.>
④감사는연구원의업무를수시로감사하고그결과를연구회에보고하여야한다.<신설 2001. 4. 18.>
제25조(결산서의제출) 
①연구원은매사업연도종료후의사업실적과공인회계사의감사를받은사업연도별세입세출결산서를다음사업연도 3월 31일까지
연구회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 2004. 12. 7.> 

② 제1항의결산서에는다음각호의서류를첨부하여야한다.
1. 대차대조표및그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및그부속명세서
3. 잉여금처리안
4. 사업계획과그집행실적의대비표
5. 감사를한공인회계사의의견서와감사의의견서
6. 기타결산의내용을확인할수있는참고서류
제26조(외부감사) 
연구원은사업연도마다연구회가지정하는공인회계사의회계감사를받아야하며그결과를공표하여야한다. 
제27조(잉여금의처리) 
매사업연도의잉여금은전년도이월손실을보전하고도나머지가있을때에는다음사업연도로이월하거나적립금으로적립한다.

제제 44 장장 보보 칙칙

제28조(정관의변경) 
연구원의정관변경은연구회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다만, 제5조의연구회를변경하는경우에는변경전연구회
이사회및변경후연구회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제29조(규정의제정) 
이정관에규정이없는사항으로서연구원의운 에필요한사항은원장이이를규정으로정할수있다. 
제30조(지적재산권의귀속) 
연구원의직원이그직무수행또는그직무수행과관련하여발생된산업재산권·저작권등의지적재산권은별도계약으로
특별히정한경우를제외하고는연구원에귀속한다. 다만, 해당직원에대한보상등에관하여는따로규정으로정한다. 
제31조(연구회이사회출석·발언) 
원장은연구원에관한연구회이사회의안건에대하여이사회에출석하여발언할수있다. 
제32조(해산) 
①연구원은다음각호의 1의경우에해산한다. 
1. 연구원의연구실적및경 내용에대한평가결과연구원의목적달성이불가능하다고연구회이사회가인정하는경우
2. 연구원의목적사업을국가기관이직접수행하거나연구원이외의법인·단체또는개인이수행하는것이바람직하다고
연구회이사회가인정하는경우

②연구원을해산하고자할경우에는연구회이사회의의결을거쳐과학기술부장관의승인을받아야한다.<개정 2004. 12. 7.>
③연구원이해산된때에는잔여재산을국고에귀속시키거나유사한목적사업을수행하는정부출연연구기관에출연할수있다. 
제33조(공고의방법) 
법령또는이정관의규정에의하여공고되어야할사항은서울특별시에서발행되는 1개이상의일간신문에이를게재하여야한다. 
단, 2001년 7월 1일이후에는대전광역시에서발행되는 1개이상의일간신문에이를게재하여야한다. <개정 2001. 4. 18.>

제13조(임원의보수) 
①임원의보수는연구회이사회의승인을받아정한다.
②비상근감사에대해서는보수를지급하지아니한다. 다만, 예산의범위내에서업무수당또는업무수행에필요한실비를지급할수있다.
제14조(직제) 
①연구원의직제에관하여필요한사항은원장이따로규정으로정한다. 
②연구원은제4조제7호의사업을효율적으로달성하기위하여연구원에슈퍼컴퓨팅센터를둔다. 
제15조(직원의임면등) 
①연구원의직원은원장이임면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의슈퍼컴퓨팅센터소장은연구회이사회의승인을얻어야한다. 
②원장은필요한때에는임시로직원을채용할수있다.
③직원의정원·임면·승진·보수·복무기준, 징계등필요한사항은원장이따로규정으로정한다.
제15조의2(인력교류의확대) 연구개발의효율적추진을위하여필요한경우연구회는연구기관과협의하여그소속인력을연구회와연구기관간또는
연구기관간교류할수있다.<신설 2004. 12. 7.>

제 33 장장 재재산산 및및회회계계

제16조(재산) 
①연구원의재산은이를기본재산과보통재산으로구분한다. 
②다음각호의 1에해당하는재산은이를기본재산으로하고, 기본재산이외의재산은보통재산으로한다. 
1. 설립자가설립당시출연한출연금
2. 연구원이산업연구원으로부터인수받은재산
3. 연구개발정보센터로부터인수받은재산
4. 정부, 국내외의단체또는개인으로부터기부받은토지, 건물또는물품
5. 정부, 국내외의단체또는개인으로부터의출연금, 보조금또는기부금
6. 기타원장이정하는연구원의재산
제17조(중요재산의처분제한및취득) 
연구원의재산중다음각호의재산을매각·양도또는담보로제공하거나, 1년을초과하는장기자금을차입하고자할때에는
연구회이사회의승인을받아야한다. 
1. 토지및건물(매입, 임차, 무상양여를포함한다)<개정 2004. 6. 24.>
2. 연구용중요기계, 기기및장비
3. 무체재산권(산업재산권등) 
4. 기타연구회이사회가지정하는주요재산
제18조(운 재원) 연구원의운 및사업에필요한운 재원등의경비는출연금·보조금, 수탁사업수입또는
기부금(기본재산을제외한다) 및재산으로부터의과실수입, 차입금및기타수입등으로충당한다. 
제19조(회계원칙) 연구원의회계는사업의경 성과와재산의증가및변동상태를명백히표시하기위하여정부가정하는
회계원칙에따라처리하여야한다. 
제20조(사업연도) 연구원의사업연도는정부의회계연도에따른다.  
제21조(출연금예산요구서의제출) 연구원은매년 4월 30일까지다음연도의출연금예산요구서를작성하여연구회에제출하여야한다. 
제22조(사업계획서및예산서의제출) 
①연구원은매사업연도개시 20일전까지다음사업연도의사업계획서및예산서를연구회에제출하고승인을받아야한다. 
<개정 2001. 4. 18.>
②제1항의규정에의한사업계획서및예산서에는사업의목표, 방침, 주요내용및소요예산을구분하여표시하여야한다.
③연구원은제1항의규정에의하여승인을받은사업계획또는예산중다음각호에해당하는내용을변경하고자하는때에는
그변경할내용및사유를명시한사업계획서또는예산서를연구회에제출하고승인을얻어야한다. <개정 2001. 4. 18.>

1. 예산총칙의변경<신설 2001. 4. 18.>
2. 전년도잉여금및결손금처리를위한예산변경<신설 2001. 4. 18.>
3. 기본연구사업, 시설사업, 차관사업의주요사업내용변경<신설 2001. 4.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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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 역역대대기기관관로로고고

KISTI Brand Identity

KISTI Corporate Identity

‘yesKiSTi’의‘yes’는‘네’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더불어‘Young, Efficient, Systematic’의
약자로서 젊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고있다.
또, ‘과학 기술 산업정보는 어디에서?’라는 물음에 누구나‘Yes KISTI’라고 대답할 수 있는
서비스 환경을 만들겠다는 적극적인 의지 또한 담고 있다.

표표현현의의도도

Concepts : Confidence & Trust (자신감 / 신뢰감) 
로고타입은 yesKiSTi BI(Brand Identification)의 기본적인 요소로 모든 시각적 표현을
대표하는 상징물이다. 
로고타입의‘yes’는 KISTI의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자신감과 고객에 대한 신뢰감을
유연하면서도 힘있게 손으로 써놓은 듯한 이미지로 상징하고 있다. 
Color: human, knowledge, science & harmony (인간, 지식, 과학의 조화) 
‘yes’의 붉은색과‘KiSTi’푸른색은 태극의 음과 양의 조화를 의미하며, ‘인간, 지식, 과학’을
담고 미래를 향한 에너지를 표현한다. 밖으로 향한 힘은 yesKiSTi의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최고가 되고자 하는 의지를 상징하며, 안으로는 직원간의 화합과 조화를 나타낸다. 

KISTI 심벌마크는 국내 최고의 정보전문가들이 과학을 기반으로
지식 정보를 창출, 활용 및 확산하고 고객만족경 을 통한 초일류 서비스로
개인 및 기업, 국가의 성공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주 Concept ‘S’와 부 Concept ‘i’를 기반으로 제작되었다.

표표현현의의도도

KISTI의 정체성(Identity)인 Super, Satisfaction, Success 등을 직접적으로 이해시키고
전파하기 위하여‘S’자를 빨간색으로 차별화하 다.  
새로운 경제(지식기반 경제, 디지털 경제), 새로운 서비스(공동체 경 - Network)를 통한
지속적인 확대 재생산 및 발전을‘S’자로 형상화하 다.‘S’자를 타원으로 정리한 것은
우주의 중심에 있는 KISTI로서 세계적인 정보 서비스 기관으로의 도약을 상징한다. 
Sub Concept인‘i’는 Institute, Information - 정보연구원을 의미하며
또한 국내 최고의 정보전문가(Brain)의 초일류 정보 서비스(Touch)를 형상화하 다.  
One Stop Global 서비스, 초고속 서비스, 초일류 서비스를 형상화하 다.  
Blue Color는 과학기술을 의미하고 Red Color는 산업기술을 의미한다. 
Logotype은 과학의 정직함을 표현한다. 

11996622--11998811

11998822--11999900

11999911--22000000

11999933--22000000

303 부록 304

22 .. 연연구구원원CCII,, BBII 소소개개

007부록  2006.8.10 2:17 AM  페이지7   mac31 DIGIKON



1962 KISTI HISTORY 2006

44 .. 역역대대기기관관장장

1991

1993

1982

1962

박박성성상상 원원장장
(1982~1983 / 1988~1990)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산업연구원(KIET)

(KORSTIC / KIEI 통합)

사사공공일일 원원장장
(1983~1983)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KIET)

문문희희화화 원원장장
(1983~1986)
산업연구원

(KIET)

홍홍문문신신 원원장장
(1986~1988)
산업연구원

(KIET)

박박안안기기 소소장장
(1988~1989)

산업기술정보센터
(KIET부설)

박박홍홍식식 원원장장
(1990~1996)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김김규규칠칠원원장장
(1997~1999)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이이 세세원원장장
(1999~2000)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성성기기수수소소장장
(1993~1995)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KIST부설)

김김진진형형소소장장
(1995~1999)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KAIST 부설)

조조 화화소소장장
(1999~2000) 

연구개발정보센터
(KORDIC)
(독립법인)

305 부록

조조경경철철 사사무무총총장장
(1969~197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KORSTIC)

윤윤일일선선 위위원원장장
(1962~1964)

권권 대대 회회장장
(1964~1967)

오오익익상상 사사무무총총장장
(1964~1966)

홍홍문문화화 회회장장
(1967)

최최동동락락 이이사사장장
(1967)

이이후후락락 이이사사장장
(1968)

이이지지찬찬 사사무무총총장장
(1966~1967)

김김두두홍홍 사사무무국국장장
(1968~1969)
초초대대소소장장
(1971~1980)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KORSTIC)

김김지지은은 소소장장
(1980~1981)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KORSTIC)

K O R S T I C

K I E T

K O R D I C

조조 화화원원장장
(2001~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

박박홍홍식식 소소장장
(1990)

산업기술정보센터
(KIET부설)

306

2001
K I S T I

조조 화화원원장장
(2000) 

산업기술정보원
(KINITI)

K I N I 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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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1. 1. 기준

307 부록 308

정
보
분
석
부

정
보
관
리
부

정
보
기
술
부

정
보
사
업
부

초
고
속
연
구
망
부

슈
퍼
컴
퓨
팅
센
터

연
구
기
획
부

행
정
관
리
부

행
정
지
원
실

원 장

수
도
권
지
역
본
부

남
권
지
역
본
부

충
청
권
지
역
본
부

호
남
권
지
역
본
부

감 사

검사역

2002. 1. 1. 기준

정
보
시
스
템
부

슈
퍼
컴
퓨
팅
센
터

바
이
오
인
포
매
틱
스
센
터

연
구
기
획
부

정
보
분
석
부

정
보
자
료
센
터

행
정
지
원
실

행
정
관
리
부

원 장

지
식
정
보
인
프
라
연
구
실

대
구
경
북
지
원

부
산
경
남
지
원

광
주
호
남
지
원

감 사

검사역

서울분원

2003. 1. 22. 기준

정
보
시
스
템
부

슈
퍼
컴
퓨
팅
센
터

정
책
연
구
실

바
이
오
인
포
매
틱
스
센
터

연
구
기
획
부

정
보
유
통
부

정
보
분
석
부

행
정
지
원
실

행
정
관
리
부

원 장

대
구
경
북
지
원

부
산
경
남
지
원

광
주
호
남
지
원

2004. 1. 1. 기준

정
보
시
스
템
부

슈
퍼
컴
퓨
팅
센
터

바
이
오
인
포
매
틱
스
센
터

정
책.
마
케
팅
부

연
구
기
획
부

정
보
분
석
부

지
식
정
보
센
터

행
정
지
원
실

행
정
관
리
부

원 장

감 사

검사역

서울분원

감 사

검사역

서울분원

55 .. KKIISSTTII 출출범범이이후후조조직직변변화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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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기준 : 사업계획및예산기준 /  단위: 명

309 부록 310

2005. 1. 1. 기준

2006. 1. 1. 기준

N
T
I
S
사
업
단

e.
S
c
i
e
n
c
e
사
업
단

슈
퍼
컴
퓨
팅
센
터

성
과
확
산
센
터

N
D
S
L
사
업
단

지
식
정
보
센
터

행
정
지
원
실

기
획
부

행
정
부

정
보
분
석
센
터

원 장 감 사

검사역정책연구실

서울분원

정
보
시
스
템
부

슈
퍼
컴
퓨
팅
센
터

바
이
오
인
포
매
틱
스
센
터

정
책.
마
케
팅
부

연
구
기
획
부

혁
신
전
략
정
보
부

지
식
정
보
센
터

행
정
지
원
실

행
정
관
리
부

원 장

Ⅲ.  예산변화추이

감 사

검사역

서울분원

66 .. KKIISSTTII 출출범범이이후후인인력력변변화화

77 .. KKIISSTTII 출출범범이이후후예예산산변변화화

작성기준 : 사업계획및예산기준 /  단위: 백만원

007부록  2006.8.10 2:17 AM  페이지13   mac31 DIGIKON



1962 KISTI HISTORY 2006311 부록 312

분석정보

http://analysis.kisti.re.kr

기술가치평가 종합지원서비스

http://www.itechvalue.org

나노넷

http://www.nanonet.info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nktech.net

부품.소재 종합정보망

http://www.mctnet.org

원로과학기술인 홈페이지

http://www.reseat.re.kr

종합기업서비스정보망

http://www.innonet.net

슈퍼컴퓨팅센터

http://www.ksc.re.kr

초고속연구망KREONET

http://www.kreonet.re.kr

그리드포럼코리아

http://www.gridforumkorea.org

코리아앳홈

http://www.koreaathome.org

바이오인포매틱스

http://www.ccbb.re.kr

사실정보데이터서비스

http://fact.kisti.re.kr/fact.jsp

가상과학박물관

http://vsm.kisti.re.kr

연구원대표홈페이지

http://www.kisti.re.kr

과학기술정보 포털사이트

http://www.yeskisti.net

과학기술학회마을

http://society.kisti.re.kr

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 NDSL

http://ndsl.or.kr

국가과학기술인력

http://hrst.or.kr

디지털한국인

http://digitalman.kisti.re.kr

한민족과학기술네트워크

http://www.kosen21.org

88 .. 주주요요정정보보서서비비스스현현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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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논문

연구보고서

특허

DB명

국내학술지

국내학술회의

해외학술지

중국학술지

해외학술회의

국내학위논문

INSPEC

FSTA

OA

국내연구보고서

해외연구보고서

한국특허

미국공개특허

일본특허

유럽특허

국제특허

수록내용 수록기간

1948년~현재

1972년~현재

1991년~현재

2003년~현재

1993년~현재

1945년~현재

1969년~현재

1969년~현재

1970년~현재

2000년~현재

1995년~현재

1983년~현재

1976년~현재

1976년~현재

1976년~현재

1976년~현재

구축건수

430,106

227,662

14,976,944

485,660

5,880,679

807,934

8,882,050

709,999

504,410

105,837

115,560

2,024,150

3,331,450

7,329,243

1,671,249

1,158,681

13,073

106,351

293,729

(2006. 5월기준)

국내 과학기술계 학회에서 발행된 논문지, 학회지 등

국내 과학기술계 학회에서 발행된 학술대회 회의자료 등

중국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국내에서 제작된 학위논문

물리, 전기·전자공학, 컴퓨터·제어공학, 정보기술 분야의
정보를 제공함

국의 IFTS가 제공하는 식품과학과 식품공학에 관련된
문헌, 특허, 규격 등을 수록

학술정보의 보다 자유로운 유통을 위해 발행된
해외 무료 학술저널 (Open Access)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경비를
지원받은 연구에 대한 연구개발보고서

해외에서 수행 및 발행된 연구보고서

British Library에서 제공하는 TOC 데이터베이스 중
회의자료 기사에 대한 TOC

KISTI 및 협력기관의 입수자료 중 수요도가 높은
과학기술분야 해외 학술지

과학기술
인력정보

인력

동향

분석

KPAT(Korean Patent)

1976년부터 등록된 특허를 중심으로 서지사항, 초록, 
청구범위를 수록

유럽 특허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1976년부터 공개된
특허를 중심으로 서지사항, 초록, 청구범위를 수록

KISTI에서 생산되는 KOSEN 리포트, 부품소재분석보고서, 나노기술분석보고서, 
기술가치평가보고서, 기술정보분석보고서, 전략산업분석보고서 등의 고급 분석보고서

전 세계 8개국어로 발표되고 있는 과학기술 뉴스를 현지의 한인 과학자에 의해
한 로 번역되어 제공되는 기사

국내에서 인력DB를 구축하고 있는 24개 기관의 과학기술
관련 인력정보 DB

한국,미국,일본,유럽을 제외한 국가들의 특허 정보를 제공

일본 특허청으로부터 데이터를 제공받아 1976년부터 공개된
특허를 중심으로 서지사항, 초록, 청구범위를 수록

합합 계계 5500,,114400,,009966

2000년~현재

IIBBMM pp669900[[nnoobbeell ]]
대규모 병렬작업처리에 적합한 대용량컴퓨팅시스템

제조사/모델명

C P U종류

C P U개수

이론 최고성능[Rpeak]

주기억장치

디스크 스토리지

테이프 스토리지

도입 시기

IIBBMM pp669900 2211노노드드

PPOOWWEERR44 11..33//11..77GGHHzz

667722개개

44,,336644..88GGFFLLOOPPSS

44,,440000GGBB

110000TTBB

338811TTBB

22000022년년 11월월

NNEECC SSXX--55//66
CPU Intensive한 벡터연산에적합한고성능컴퓨팅시스템

제조사/모델명

CPU 종류

CPU 개수

이론 최고성능[Rpeak]

주기억장치

디스크 스토리지

도입 시기

NNEECC SSXX--55//66

벡벡터터형형 331122..55//550000MMHHzz

2244개개

224400GGFFLLOOPPSS

225566GGBB

55..8844TTBB

22000011년년 66월월

TTeerraa CClluusstteerr[[HHaammeell ]]
테라플롭스급의계산성능을가진리눅스클러스터시스템

제조사/모델명

CPU 종류

CPU 개수

이론 최고성능[Rpeak]

주기억장치

디스크 스토리지

도입 시기

IIBBMM 테테라라 클클러러스스터터[[225566노노드드]]

ZZeeoonn 22..44GGHHzz

112288개개

22,,885500GGFFLLOOPPSS

776688GGBB

1100TTBB

22000044년년 11월월

99 .. 주주요요DDBB구구축축현현황황 1100 .. 주주요요슈슈퍼퍼컴컴퓨퓨터터자자원원현현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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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초고속연구망(KREONET)구성도
1) 본원

대전광역시유성구어은동 52-11번지
Tel : 042-828-5114, 042-869-1234
Fax : 042-828-5092
대지 : 19,079평
건평 :  8,187평(본관 4,515평, 별관 2,796평)

3) 지원

2) 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구성도

2) 분원

서울특별시동대문구청량리동 206-9번지
Tel : 02-3299-6114
Fax : 02-3299-6244
대지 : 9,538평
건평 : 1,776평(본관 1,381평, 별관 395평)

광광주주호호남남지지원원
광주광역시광산구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6층)
Tel : 062-951-7111
Fax : 062-953-2472

광주호남지원전주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팔복동 1가 337-2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 063-214-8100
Fax : 063-214-9110

대대구구경경북북지지원원
대구광역시북구산격2동 1676번지
(대구전시컨벤션센터 2층)
Tel : 053-601-5205
Fax : 053-601-5210

부부산산경경남남지지원원
부산광역시강서구송정동 1709-2번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4층)
Tel : 051-831-0760
Fax : 051-831-0762

대대전전KKIISSTTII

1111 .. 네네트트워워크크구구축축현현황황 1122 .. 주주요요시시설설현현황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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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2

1983

1984

1986
1985

1988

1989

1990

년

KIET

1972

1973

1974

1975

1976

1977

1978

1979

1980

년

1962

196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월

01
03
12
03
03
11
02
03
07
05
06
11
03
05
08
08
08
08
08
09
10
01
01
03
05
10
10
10
01
02
03
05

321 부록 322

주 요 일 지

유네스코한국위원회에‘한국과학문헌센터’로발족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로개칭, 초대위원장에윤일선박사위촉
‘과학기술문헌목록집’창간(월간)
KORSTIC지기관지창간(계간)
문헌복사서비스개시
외국특허목록집창간
사단법인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로독립, 문교부산하에편입
초대권 대회장및오익상사무총장취임
청사임시이전(태평로 -> 대한생명빌딩)
제1회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개최
와룡동청사완공및이전(미완성 3층건물)
제2대이지찬사무총장취임
제2대홍문화회장취임
과학기술처발족에따라동산하기관으로이관
재단법인체로발족및초대최동락이사장취임
재단법인설립등기(과기처설립인가, 등기)
박정희대통령의KORSTIC 육성강화지시
외국과학기술잡지종합목록 창간
제2대이후락이사장취임
김두홍사무국장취임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와상호협력합의각서교환
국제도큐멘테이션연맹(FID) 회원가입(국가대표회원)
‘외국과학기술하이라이트’지창간(월간)
국내과학문헌 문초록지(KOSAB) 창간(계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제정(법률제 2109호)
조경철사무총장취임
서울청사건축완공및이전
서울청사준공식(박정희대통령내외분참석)
외국과학기술하이라이트지‘기술정보’로명칭변경
초대김두홍소장취임
국내의학문헌 문초록지(KOMAB) 창간
KORSTIC지‘정보관리연구’로명칭변경(격월간)

년 월

01
12
09
01
09
01
07
01
10
10
11
05
10
12
07
09
01

월

01
07
03
09
08
10
11
07
06
03
05
12
04
12

KORSTIC

기술진흥5개년계획 수립

KS표시제 실시

국립보건원 설립

한국수출 1억불 달성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 설립

허문회 다수확 통일벼 개발

과학기술처 개청

과학기술진흥법 공포

과학기술개발 장기종합계획 확정

경인고속도로 개통 및 경부고속도

서울-수원 개통

전자공업진흥법 제정

경부고속도로 개통

한국과학원(KAIS) 설립

우우리리나나라라 주주요요
과과학학기기술술 연연표표

KORSTIC 국립과학관 개관
과학기술진흥재단 설립

포항제철소 준공

대덕연구단지 건설 착공
서울 지하철 1호선 개통

현대 포니자동차 생산

이호왕 한탄바이러스 발견

한국과학재단 설립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 준공
한국 국산 유도탄로켓 발사 성공

남산 1호 터널 개통

한국산 구축함1호 첫 진수

특정연구개발사업 추진

유전공학육성법 공포
삼성 64K D-RAM 개발

서울 지하철 2호선 완공

한 워드프로세서 개발

남극 세종기지 완공

기초과학연구진흥법 제정

대학 우수연구집단(SRC, ERC) 육성
인간게놈프로젝트 시작

주 요 일 지

국제경제연구원(KIEI)과통합‘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개편
광주전남지역정보센터설치
서울청사건물증축
인천지역정보센터설치
‘산업연구원’(KIET)으로명칭변경(법률제 3752호)
온라인 DB 정보제공서비스개시
전북지역정보센터설치
기술정보유통센터설치(산업연구원하부조직)
‘국제기술이전워크숍’(국내최초기술이전시장) 개최 (5일간)
충북지역정보센터설치
산업연구원부설산업기술정보센터(CITI)개소및초대박안기소장취임
강원지역정보센터설치
산업기술정보원법(안) 입법예고(상공부공고제 90-14호)
산업기술정보원법국회입법(산업기술정보센터를독립법인으로개편)

주 요 일 지

부산지역정보센터설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육성법개정(법률제2400호)
대만과학기술정보센터(STIC)와협력각서체결
미국상무성기술정보국(NTIS)과협력각서체결
국제문헌정보연맹아세아.태평양회의(FID/CAO)제2차대회및제3차총회주최
아시아기술협회(TECHNONET ASIA) 업무협약체결
데이터베이스에의한정보제공서비스개시
TK70 컴퓨터가동
한 .한자정보처리시스템가동
경남지역정보센터설치
자료관건립, 준공식거행
대구경북지역정보센터설치
국제문헌정보연맹아세아.대양주회의제5차총회주최
IBM 370 모델 138 가동
대전충남지역정보센터설치
테크노네트아시아이사회제6차회의주관
김지은소장취임

우우리리나나라라 주주요요
과과학학기기술술 연연표표

우우리리나나라라 주주요요
과과학학기기술술 연연표표

사단법인체설립총회

와룡동구청사 건축장면

서울청사준공식장면

1970년대연구원전경

김두홍초대소장취임식

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모습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개원현판식

산업연구원명칭변경현판식

((KKOORRSSTTIICC부부터터 KKIISSTTII까까지지))

1144 .. 연연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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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년

KINI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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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01
01
01
10
11
12
02
02
04
05
01
04
07
10
11
11
11
11
12
12
01
03
03
07
10
12
12
04
05
10
01
07
07
09
10
10
12

주 요 일 지

산업기술정보원법제정공포(법률제 4320호)
초대박홍식원장취임
‘산업기술정보원’설립(상공부출연기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와협력각서체결
Technonet Asia 워크숍개최
러시아과학기술정보연구소(VINITI)와 협력각서체결
인도투자센터(ITC)와협력각서체결
중국연변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업무협력체결
동구권기술도입과산업전략세미나개최
사내정보관리시스템(TIMS) 서비스개시
베트남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IDCST)와협력각서체결
경기지역정보센터개소
한.러산업기술정보협력세미나개최
제1회한미테크노마트개최
‘KINITI 뉴스’창간
정보자원관리워크숍개최
한.러산업협력세미나개최
외국인기술연수실시(11개국 20명, 9일간)
제1회한일테크노마트개최
한.러산업협력정보센터설치
2대박홍식원장취임
STN-International 국내 Agency 개시
기술이전정보센터설치
대북한경제협력추진방안세미나개최
베트남테크노마트참가단파견(10일간)
제1단계지역산업기술정보화사업착수(대구, 광주, 전북)
러시아부처간정보센터(VIMI)와협력각서체결
인도 InterMart 95 참가
APEC 테크노마트개최
캐나다과학기술정보연구소(CISTI)와 협력각서체결
제1단계지역산업기술정보화사업완료(대구 ,광주, 전북)
프랑스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INIST)와협력각서체결
스위스과학기술협회(CENTREDOC)와협력각서체결
러시아경제과학기술사절단파견
제2단계지역산업기술정보화사업(전남, 경남) 착수
울산사무소개설
대덕연구단지입주지정승인

1997

1998

1999

2000

년

KINITI
월

01
04
08
09
09
10
10
12
12
12
02
03
05
06
07
09
11
11
01
05
12
02
07
08
10

주 요 일 지

제3대김규칠원장취임
일한기계번역시스템원내서비스개시
종합서비스전산망(Inno-NET) 개통
제5회한일테크노마트서울& 부산공동개최
제2단계지역산업기술정보화사업완료(전남, 경남)
제3단계지역산업기술정보화사업착수(부산, 인천, 충남, 울산)
러시아기술환경조사단파견
인터넷연계화상정보서비스체제구축등인프라혁신계획착수
제5회한 .미테크노마트개최
한.러기술교류활성화세미나개최
문헌속보 CD 제1호발간
인트라넷휴먼정보은행(HIB) 개발
98러시아첨단과학기술전시회참가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 MOU 체결
특허속보 CD 제1호발간
98 한일테크노마트서울&부산행사개최
KINITI-IR 웹서비스체제구축
제1회실업자취업을위한정보검색사과정교육실시(2개월간)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제정(법률 5733호)
국무총리실산하공공기술연구회소속기관으로변경
제4대이 세원장취임
연구개발정보센터와통합결정(공공기술연구회이사회)
연구개발정보센터와통합하여‘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으로명칭변경결정
통합기관원장에조 화박사임명
제5대조 화원장취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제정

1992 G7프로젝트 추진

1992 과학위성 우리별1호 발사

대전 EXPO 개최

포항방사광가속기 준공

국내 첫 상용위성 무궁화1호 발사

한국 표준형 원전 건설

CDMA방식의 디지털 이동통신서비스 개시

우우리리나나라라 주주요요
과과학학기기술술 연연표표

산업기술정보원개원현판식

기술이전정보센터개소식

러시아첨단기술산업화세미나

제1회APEC 테크노마트

제3회한.미테크노마트

과학기술처를 과학기술부로 개편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1호 발사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시작

우우리리나나라라 주주요요
과과학학기기술술 연연표표

산업기술정보이용교육

지역정보센터소장회의

실업자재취업전문교육

한일테크노마트

제2회지역발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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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년

KISTI
월

01
01
09
11
01
03
04
10
11
01
02
04
05
08
08
09
11
12
03
05
08
08
08
10
10
11
01
03
03
03
05
06
08
10
11
12
01
04

주 요 일 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출범
KISTI CI 상징물제작
미국슈퍼컴퓨터응용센터(NCSA)와업무협약체결
베트남과학기술정보센터(NACESTI)와업무협약체결
테라클러스터원형시스템설치가동(250GFlops)
슈퍼컴퓨터 3호기대용량시스템 1차분도입 : IBM p690(666.5GFlops)
싱가포르국립슈퍼컴퓨팅센터(IHPC)와업무협약체결
대만과학기술정보센터(STIC)와업무협약체결
미국샌디에이고슈퍼컴퓨터센터(SDSC)와업무협약체결
일본과학기술진흥기구(JST)와업무협약체결
세계과학기술정보위원회(ICSTI) 가입
정보통신의날우수기관대통령표창
2002년공공기술연구회소관기관기관평가최우수기관선정
제2대조 화원장취임
루이지애나슈퍼컴퓨팅센터(LSU CAPITAL)와업무협약체결
복수노조통합단일노조출범
국표준협회(BSI)로부터과학기술정보유통부문ISO 9001:2000(품질경 시스템) 인증취득

기관통합 3년만에최우수기관선정(국무총리표창)
독일슈투트가르트슈퍼컴퓨터센터(HLRS)와업무협약체결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와업무협약체결
오명초대과학기술부총리연구원방문
중국 CSTNET과국제링크개통(155Mbps)
미국 Starlight와 국제링크 증속(1.2Gbps)
중국과학원도서관(LCAS)과업무협약체결
테라클러스터시스템사용자서비스(512 CPU, 2.8 TFLOPS)
출연연구기관최초 BI : ‘yesKiSTi’선포
국가 e-Science구축사업시행기관확정
제13차 로벌그리드포럼(GGF) 국제표준회의개최
싱가포르국가그리드사무국(NGO)과업무협약체결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개소
러시아연방과학기술연구소(VINITI)와 업무협약체결
이스라엘구조연구소(ISPC)와업무협약체결
세계최초환형국제과학기술협업연구망‘ 로리아드(GLORIAD)’개통
국가과학기술종합서비스시스템(NTIS)의총괄주관기관선정
제10회한국과학기술정보인프라(KOSTI) 워크숍개최
KAIST로부터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사업이관
미래핵심사업중심조직개편(NTIS사업단, e-Science사업단, NDSL사업단신설) 
05년공공기술연구회소관기관기관평가‘우수기관’선정

1967
1976
1977
1982
1984
1988
1989

1999

1996
1993
1990

년 월

06
06
04
01
01
10
06
12
11
01
09
10

주 요 일 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전자계산실설치
전산조직연구부로개편
전산개발센터설치
KAIST 부설전산개발센터로확대
KA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로개편
슈퍼컴퓨터1호기(CRAY 2S) 가동
K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로소속변경
KIST 부설시스템공학연구소(SERI)로명칭변경
슈퍼컴퓨터 2호기(CRAY C/90)가동
본센터의상위조직인SERI를과기부산하KIST에서정통부산하ETRI의부설기관으로이관
슈퍼컴퓨터센터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로이관
슈퍼컴퓨팅사업단으로명칭변경

1991
1993

1995
1996

2000

1999

1997

1998

1994

년 월

01
04
02
10
07
11
01
11
06
01
05
09
02
04
05

주 요 일 지

시스템공학연구소(SERI) 內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발족
한국과학기술연구원부설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설립
신경제 5개년계획에의한‘과학기술정보종합기관’으로지정
기술개발상담센터설치
공공부문정보화추진계획에‘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구축’이세계화과제로선정
제1회한국과학기술정보(KOSTI) 워크숍개최
한국과학기술원(KAIST) 부설연구기관으로이관
연구전산망(KREONET) 전담기관으로지정
‘해외과학기술정보종합관리센터’로지정(국정 100대과제)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제정(법률 5733호)
연구개발정보센터독립법인출범
한국전자통신연구원슈퍼컴퓨터센터인수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통합결정(공공기술연구회이사회)
‘지식정보인프라지’창간(계간)
중국전산망정보센터(CNIC)와업무협약체결

과학기술부 장관 부총리 승격 및

과학기술혁신본부 출범

DMB(디지털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 개시

우우리리나나라라 주주요요
과과학학기기술술 연연표표

KISTI 개원식

주사무소대전이전기념식

제2대조 화원장취임

슈퍼컴퓨터 3호기 가동식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 현판식

로리아드 개통식

‘yesKiSTi’선포식

슈퍼컴퓨터센터

KORDIC

KORDIC현판식

제1회KOSTI워크숍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

김대중 민주당 대표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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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한편편의의 정정보보이이야야기기를를 마마치치며며 한한국국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보보연연구구원원 통통산산 4455년년사사를를
만만든든 사사람람들들조직은 살아있는 유기체와 같다고 합니다. 유기체로서의 조직은 발전을 지속함으로써 그 가치를 높이게 됩

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통산 45년사’를 제작하면서 역동적으로 발전해 온 우리 연구원의 역사를

차분히객관적인시각으로살펴볼수있었습니다. 때론어려움도많았지만어떤순간에도결코과학기술지

식정보인프라구축기관으로서의사명을잊지않았던 45년이었습니다. 

이처럼반세기가까운우리연구원의발전적진화과정을한권의책으로엮는다는것은너무나벅차고힘든

일이었습니다. 불과몇개월제작기간에비해역사는너무나방대하 으며기관의통폐합등으로흩어져있

는 자료를 확보하는 것도 참으로 어려웠습니다. 수많은 밤을 새워가며 자료를 수소문하고, 원고를 작성하

고, 독촉하고, 감수하고, 편집하고......이제 그 마지막 장을 덮으려니 힘들었던 기억보다는 아쉬움이 더 큽

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통산 45년사’를제작하면서중점을두었던것은이기록물이우리연구원뿐만아

니라 국가 과학기술 전체의 역사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우리

연구원의발자취를통해과학기술정보계의큰흐름을통찰하고향후국가의밝은미래상을그려볼수있도

록 하고자 노력하 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숙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이

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머지않은 장래에 과학기술 선진입국을 견인해 갈 더욱 멋진 또 한 편의 성공스토리

를쓸수있을것이라고확신합니다.

끝으로, 원사가 완성되기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조언과 격려를 아까지 않으신 조 화 원장님을 비롯하여

혁신적아이디어와따뜻한말로큰힘이되어주신직원여러분들께감사의말 을드립니다. 그리고편찬위

원과실무위원, 집필자, 밤낮으로고생하신편찬실무진들의노고에깊은감사를드립니다.

2006년 7월

한한국국과과학학기기술술정정보보연연구구원원 통통산산 4455년년사사
편편찬찬위위원원장장 김김석석

편편찬찬후후기기

김석

박동인

최호남

이지수

김태중

한선화

문 호

황일선

이 학

이성철

윤종민

이정희

우인하

분원장

NTIS 사업단장

NDSL 사업단장

슈퍼컴퓨팅센터장

성과확산센터장

지식정보센터장

정보분석센터장

기획부장

행정부장

행정지원실장

정책연구실장

슈퍼컴퓨팅사업팀

지식기반팀

위원장

위원

감수위원

외부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위원 이인식

편편찬찬위위원원회회

대외협력팀장

중소기업지원팀

동향정보분석팀

사업관리팀

지식기반팀

슈퍼컴퓨팅사업팀

국내정보팀

행정지원실

정책연구실

총무팀

기획예산팀

실실무무 추추진진팀팀

팀장

팀원

송장헌

나도백

강현무

최광남

황혜경

장지훈

최선희

김의수

김재성

이종성

문태경

대외협력팀

제제작작 실실무무

박한철

김양희

김희정

외부필진

도도움움주주신신 분분

이 시

서홍석

황선일

이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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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기획획..디디자자인인

2006년 7월

2006년 7월

조 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어은동 52-11번지 042-828-5114    www.kisti.re.kr

(주)피알존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60-4 대덕밸리내 042-360-3470    www.pr-zone.com

비비매매품품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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