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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산업기술정보원이 새롭게 출범하자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KIST (부설)시스템공학연구소(SERI)

내에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을설립한다.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은 1993년 4월 KIST (부설)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로 출범

하면서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KORDIC은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중장기

발전계획을 추진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 1998년 국민의

정부 출범 후 공공기술연구회 산하로 소속이 바뀐 KORDIC은 전자통신연구원(ETRI) 산하에 있던 슈퍼컴퓨터센터를 인수하 고

2000년 3월공공기술연구회기능조정실사단의결정에따라 KINITI와의발전적통합을이루면서 KISTI  출범에기여하 다.

[KOR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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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

1. 과학기술정보전담기관, KORDIC의출범

1) KORDIC의설립

KORDIC의설립배경및의의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출범은 1991년 2월

KIST 부설시스템공학연구소(SERI) 내의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단 발족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우리나라는

1980년대들어매년 R&D 예산이증가하고기술수준이

발전을 거듭하자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정보의 수

집·분석·가공과 정보제공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운 이필요하다는인식을갖게된다.

이러한 인식의 배경에는 1991년 1월 산자부 산하

기관으로서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이 출범한 것이 중

요한요소로작용했다. KINITI는과학기술처산하출연

연구기관으로 탄생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KORSTIC)에뿌리를두었는데, 1982년 1월한국산업경

제기술연구원(KIET)으로 통합되면서 소속이 상공부로

변경되었다. 주된기능역시국내외산업기술정보의국

내 보급과 특허정보 및 기술정보의 제공 등으로, 과학

기술정보보다 산업기술에 더 가까워 그동안 KORSTIC

이 선도적으로수행해오던기능들이확대되지못했다.

이런 환경에서 상공부는 경제연구와 산업기술정보를

분리해 산업기술정보의 수집 및 보급기능을 강화한다

는취지로부설산업기술정보센터(CITI)를설립했으며,

이는KINITI의출범으로이어진다. 

이처럼 산업기술정보 전담기관으로서 KINITI가

출범하자 과학기술처는 과학기술정보의 유통에 중점

을 둔 전국적 규모의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1)구축이

필요하다는 전제 아래 KIST 부설 시스템공학연구센터

내에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을 발족했다. 이로써 과

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과 관련한 사업을 체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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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나라는1969년5월KORSTIC 육성법제정, 1973년과학기술정보유통시

스템(NASSTI)구상등단일종합정보기관을중심으로집중적인정보유통체제

를정비하려는정책적인노력을기울 으나계획대로실현되지못했다. 이에

과학기술처는1990년에연구개발의생산성을높이고과학기술혁신을위해

서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의구축이시급한과제라는판단아래<과학기술정

보유통사업기본계획>을수립했으며,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발족에이어

KORDIC을 출범시켜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가공·유통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수행하도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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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추진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시스템공학연구센

터내에발족한것은슈퍼컴퓨터시스템이구축되어있

기때문에이를다방면으로활용해과학기술정보를보

다편리하게수집, 제공한다는취지 다.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은기존의조직을활용해

최소의 비용으로 효율적인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을

할수있는방법을모색했다. 이에따라과기처산하의

표준연구원및원자력연구원등 10개정부출연기관내

에서도서및정보관리를담당하는부서의인력들을활

용해 전문정보를 손쉽게 수집·분석·서비스하면서

첫 업무를 개시했다. 이를 위해‘과학기술정보인프라

(Korea Science Technology Information: KOSTI)’라는

회의체를결성해정보전문가를결집, 운 했다.  

기관의출범과업무개시

1990년대초반, 국가간기술경쟁이치열하게전개되면

서 과학기술정보의 원활한 수집·가공·유통체제 구

축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전략 마련이 주요 현안으로 대

두된다. 이런환경에서과기처는전문가들의토의를거

쳐 1992년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과학기술정보의 종합적 관리·지원대책’을 보고하면

서 과학기술정보유통 활성화를 위해서 새로운 기관의

설립필요성을건의한다. 이에근거해 1993년 4월경제

기획원은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구개발정보센터

(Korea Research & Development Information Center:

KORDIC)를 KIST 산하에 설립해 과학기술정보의 수

집·가공·유통을 총괄하고 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

도록 한다. KORDIC은 과학기술진흥법에 의거해 출범

하게 되는데, 당시 과학기술진흥법 10조는“과학기술

처는 과학기술정보의 생산·유통·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육성 및 과학기술정보 유

통체제 확립에 관한 시책과 계획을 수립”한다고 규정

했다. 

이에 따라 KORDIC은 1993년 5월 성기수 소장이

취임해현판식을갖고정식출범했다. KIST 부설센터인

KORDIC은 대덕 연구단지의 시스템공학연구소 3층에

495㎡(150평) 규모의 사무실을 갖추었으며, 조직은 정

보시스템부, 정보관리부, 기획운 실 등으로 구성되었

고, 인력은 1993년 12월기준총 23명(연구직 8명, 행정

직2명, 기능직13명)이었다. 

적은 인력과 조직으로 단출하게 출발한 만큼

KORDIC은저비용고효율을모토로삼아우선적으로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289

KIST 산하연구개발정보센터현판식(1993.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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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술처산하정부출연구기관들의기술정보실또는전

문정보센터를 중심으로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가공·

보급하는사업부터시작했다. 이와함께출연연구기관들

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보고서를 DB화하는 작업도 병

행했다. 당시출연연구기관들은기존의연구자료를도

서 형태로 보관 정리해오고 있었으며, 출연연구기관의

특성에맞는특화된정보와보고서가축적되어있었다. 

KORDIC은 이러한 정보를 묶어 출연기관 연구원

들이공동으로활용하도록하고, 다시대학이나중소기

업등이이용할수있도록하는업무를추진했다. 이를

위해창원및광주등지방에지역정보센터를구축하고

지역의 특성화된 산업단지를 지원하기 위한 네트워크

를 확대했는데, 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전국의 수많은

대학과 출연연구기관을 네트워크로 연결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지역정보화를앞당기는계기가되었다. 

2)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의구축추진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구축사업의본격적인전개

KORDIC은출범하자마자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를조기에선진국수준으로확립해최신의연구개발및

기술정보를적시에제공할수있는체제를갖춘다는목

표 아래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에 박차를 가

한다. 과학기술정보 유통체계 구축사업은 과학기술정

보유통사업단 시절에 이미 착수되어 1991년부터 1993

년초반까지과학기술분야별로 20개 DB 및 40만건을

구축해 출연연구기관 중심의 정보수집 체제를 제도화

하는발아기를거친상태 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의 수집·가

공·유통을 총괄·조정하는 기능을 수행2)하게 된

KORDIC은과기처산하출연연구기관의10개전문정보

센터3)와 유관기관과의협력체제를구축한가운데과학

기술정보유통체계 구축사업을 주관해 이끌어 나갔다.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290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2) 당시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은 과학기술처 산하 KORDIC과 상공부 산하

KINITI가중추기관이되어추진했다. KORDIC은학술·연구·핵심기술등첨

단과학기술정보에중점을둔반면, KINITI는산업·무역·상품등산업정보에

중점을두고사업을추진하되, 사업의중복성을배제하고보완하기위해양기

관간유기적인협력체제를구축해국가과학기술정보력수준을제고하기위

한노력을기울 다. 한편KORDIC은과학기술분야별로10개출연연구소를전

문정보센터로지정해해당분야에대한심층정보자료를수집·분석·가공하

는<분산제어형사업추진체제>를갖추고, 단기간내에대량의국내외정보를

수집해가공·제공하면서사업추진의효율성을도모한다는계획을추진했다.

3) 당시 사업참여 출연연구기관은 KAIST(도서정보 DB), 한국전기연구소(전기

DB), KIST(신소재DB),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규격DB), 한국기계연구원(항

공/선박기술 DB),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에너지 DB), 한국해양연구소(해양

DB), 한국원자력연구소(원자력DB), 시스템공학연구소(정보산업DB), 유전공

학연구소(생명공학DB) 등10개전문정보센터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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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구축사업의추진방향은다

음과같았다.   

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구축사업은1994년 2

월 정부의 신경제 기술개발전략 추진회의에서 과학기

술정보의중요성및유통강화가강조되면서더욱탄력

을 받게 된다. 이에 1994년 2월 협동연구개발촉진법 8

조와과학기자재도입및공동활용에관한규정(과기부

훈령 163호)에 의거해 KORDIC이 국가 과학기술정보

종합전담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어 1995년 3월에는

국가 과학기술 관련 정보에 대한 종합적인 수집·관

리·유통기관으로 지정되고, 이와 더불어 KINITI와 함

께 국책과학기술연구보고서 납본기관으로 지정되었

다. 또한 1995년 7월에는 공공부문 정보화 추진계획에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이 세계화 과제로 선정

되었다. 이처럼기관의위상과역할이제도적으로한층

강화됨에 따라 재정적인 지원을 확대하게 된 KORDIC

은주무기관으로서국가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구축

사업에더욱매진해나갔다.   

기관이나아갈길을제시한중장기발전계획

1994년 6월 수립된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중장기 발

전계획은 2000년대에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정보 DB

의구축과국가의총체적인정보유통체제의확립을최종

목표로설정하고3단계에걸친추진계획을마련했다. 

1단계(1994~1996년)는 도약기로 삼아 출연연구기

관및학·협회를연계한정보관리체제를구축하고, 국

가지원연구과제를비롯한종합인력및학·협회지등

에대한한 고유DB를구축하기로했다. 이를기반으

로 하여 2단계(1997~1999년)는 성장기로 정해 주요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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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유통체계구축사업추진방향

■과학기술정보의수집·처리·보급에서기술동향및기술자문

에이르는총체적인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확립

■출연연구기관, 학계 및 산업계의 연구개발 활동에서 수집 및

생산된과학기술정보관리체제확립

■과학기술정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과학기술 분야별 전문

정보센터의인력, 조직및자원의최대한활용

■해외 과학기술정보의 수집을 위해 출연기관 해외조직과 연계

체제구축

■국내 정보이용자의 정보 활용 극대화를 위해 해외 과학기술

정보온라인자동번역서비스및국내타분야정보유통망연결

■산업체, 대학, 연구소의 정보이용 편의를 위해 표준정보검색

시스템, 자동번역시스템및기술개발상담센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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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국의 정보수집 체제 확립 및 심층기술정보의 DB 구

축을 확대하고, 전국적인 온라인 정보 입출력 체제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어 3단계(2000~2003년)는 완성기

로 삼아 국내외 정보수집·분석·자문에 이르는 국가

총체적 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고, 정보보상제 및 과학

기술정보의자립체제를구축한다는계획을수립했다.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중장기 발전계획은 우리나라

가단기간내에선진국과대등한정보보유국으로발전

하겠다는 청사진인 동시에 KORDIC이 국가 과학기술

정보종합전담기관의역할과위상을다지게하는이정

KORDIC과KINITI 업무협력합의서조인식(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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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0>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중장기발전계획

구분 1단계(1994~1996년) 2단계(1997~1999년) 3단계(2000~2003년

국내외

정보수집

및 분석

분야별DB

구축

정보유통

서비스

체제구축

표준화및

정보시스템

연구개발

지역정보

화사업

전문도서

관망구축

-출연(연)의 정보수집

및분석기능강화

-일본, 러시아, 중국

에 정보원 파견 및

정보체제구축

-출연(연) 및 학·협

회중심으로DB구축

(15개전문정보센터)

- 국가지원연구과제,

인력, 학회지등한

DB 구축

- 30개 DB/200만건

/2,000이용자

-공중 정보통신망을

통한일반서비스

-자동번역 및 원문

제공시범서비스

-표준검색 및 입력

시스템개발

-한 자동검색 시스

템개발

-창원/마산 공단 지

역 중심 정보화 및

유통체제구축

-울산, 구로공단 등

지역확대

- 100개 기관 참여

종합도서 DB 구축

(50만건)

- 분야별도서정보센터

에도서유통망구축

-정보보상제실시

-유럽 및 미주 지역

에 정보원 추가 파

견 및 관련 정보기

관과연계체제구축

-산·학·연각분야

로 확대, 전문분야

별DB 구축

(20개전문정보센터)

- 학술정보, 사실정

보, 해외동향 등 심

층정보DB 구축

- 50개 DB/500만건

/1만이용자

-국가 기간전산망과

연계해 국가 과학기

술정보유통체제구축

-전국 온라인 정보

입출력체제구축

-멀티미디어검색및

저장시스템개발

-도서관 자동화 시

스템개발

-주요 6개 공단 지역

으로확대

-공단 자체 정보시

스템 및 자동발주

시스템구축

- 200여개기관참여

(100만건)

- 단위도서관까지효율

적도서유통망구축

-자발적인 정보 제공,

분석, 자문체제구축

-주요 선진국에 목적

지향적 기술정보 수

집체제확립

-전국주요과학기술기

관과연계해DB구축

(25개전문정보센터)

- 해외수집 심층정보,

국내 전문가의 분석

보고서 등의 자율적

인DB 구축

- 100개 DB/1천만건

/10만이용자

-정보보상제, 상용화

체제의 정착으로 자

율적인 정보유통체

제확립

-초고속통신망시대에

대비한멀티미디어정

보유통체제구축

-국가차원의표준정보

유통시스템완성, 보급

-주요언어(일, ,러등) 자

동번역시스템개발활용

-전국 10개 공단 지역

정보화

-국내외유통망과연계

해전국적인공동정보

활용체제구축

-타분야 도서관망과

연계해 국가 종합도

서DB 구축

-전국적인 도서관망

확립, 운

● KORDIC의 초대 소장을 역임한 성기수 박사는 우리나라에

처음 컴퓨터를 도입한 컴퓨팅계의 문익점으로 불린다. 1958년 서울대

조선항공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하버드대에서 처음 컴퓨터를 접하면서

그무한한가능성에매료된그는1960년대초반귀국한이후KIST 전자

계산실이 발족될 때 초대 전산실장을 맡았다. 당시 한국엔 정부기관과

은행 등에 몇 대의 컴퓨터밖에 없던 시절이었는데, KIST에 CDC-3300

기종도입을시작으로우리나라정보산업발전에굵직한발자취를남겼

다. 다양한분야의공공행정업무를비롯해산업체전반에전산처리기

술의보급을확산해선진사회로발전하는기반을다지는데지대한역할

을했다. 무엇보다장기적으로슈퍼컴퓨터의도입이필요하다는판단으

로 끈질기게 정부관계자들을 설득해 1988년에 국내 슈퍼컴퓨터 1호기

인<CRAY-2S>를도입, 슈퍼컴퓨터시대를개막하는산파역할을했다.

슈퍼컴퓨터도입당시에는주위로부터시기와우려가섞인따가운시선

을받기도했다. 도입비용이300억원을넘는액수 기때문에부정적인

시각이 많았던 것이다. 하지만 슈퍼컴퓨터 1호기는 국내의 기상예보를

비롯해 석유탐사와 상지도제작 등 다방면에서 활용되면서 활용가치

가크게증가했으며, 이를계기로슈퍼컴퓨터시대가활짝열리면서산

업구조를고도화하고21세기지식정보사회로진입하는데큰기여를했

다.   성기수소장은1993년12월에「회갑기념집」을발간했는데, 이논문

집은우리나라정보산업의발자취를기록한귀중한사료로평가받고있

다. 그는1995년에KORDIC 소장직에서물러나동명정보대학초대총장

으로 취임하여 후학양성에 힘썼으며, 2000년대에는 국가과학기술자문

위원회위원과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이사장등을역임했다. 

성기수박사

1993. 5 ~ 1995.9

역대
기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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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가되었다. 이 발전계획은정부의예산지원부족및

전문인력의부족등으로인해계획대로모두실행되지

는못했고, 추진과정에서수정및보완을거쳤다. 하지

만 KORDIC은부족한인력에도불구하고소수정예인

력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근무하면서 부문별로 많은 계

획을 실행에 옮겨 국가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를 선진

국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큰기여를하게된다. 

3) 첨단정보연구소를향한비전및발전목표의수립

김진형소장취임과장기발전구상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이 크게 확장함에 따라 예산과

DB의 양 또한 방대해지던 1995년에 초대 소장을 맡아

기관을이끌던성기수소장이물러나고후임으로김진

형소장이취임했다. 이를계기로KORDIC은새로운발

전단계를맞이하게되었다. 이전까지의사업과예산이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 추진을 위한 DB 확대와 네트

워크 확장에 주력해온 반면, 김진형 소장의 취임을 기

해 사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편 기관이 나아갈 방향에

대한새로운진로를모색하는움직임이일기시작했다. 

KORDIC은 김진형 소장 취임을 기해 첨단 정보연

구소를 향한 비전 및 발전목표를 수립하면서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KORDIC은 1996년 4월 외

부자문위원회및실무위원회를구성해기관의개편및

발전방안을 비롯해 과학기술정보 유통 선진화 방안에

대한전반적인검토에들어갔다. 

이는정보환경의변화에대응해과학기술정보유

통체제의선진화및최적화를추구하고, 동시에미래의

고도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핵심기술을 연구해 기관의

위상을 정립해 나간다는 취지 아래 추진되었다. 당시

세계적인정보환경은새로운미디어기술을통한다양

한형태의정보서비스가제공되고, 인간중심의지능화

된정보기술개발이확산되고있었다. 그리고국내적으

로는 시스템공학연구소가 정통부로 이관되어 국가 과

학기술 혁신의 핵심요체인 과학기술정보를 보다 체계

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유통시스템의

필요성이대두되었다. 

이에 KORDIC은 1996년 8월 국내외 여건 변화와

향후 전망에 부응하고 국가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중심

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기관의개편및발전방안을

수립해 과기처 산하 기관장 회의에서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장기비전을“21세기고도정보화사회를선도할

첨단정보연구소로 발전”으로 수립하고 발전목표를

“정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처할 최적의 선진화된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294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kisti 제3부-02(3차수정완료)     2012.1.27 8:43 PM  페이지294   TG  2540DPI 150LPI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확립과 미래 정보과학의 중장

기기초연구수행”으로설정했다.

그리고 이를 달성할 단계별 목표를 도약기

(1996~1999년)와 성장기(2000년대)로 구분해 추진해

나갔다. 기관의 장기적인 비전 달성을 위한 중장기 발

전목표는 앞서 서술한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중장기

발전계획을수정및보완해실행력을제고하는방향으

로추진되었다.  

조직및운 체제의개편

기관의장기비전과발전목표를달성하기위한조직및

운 전반에대한개편도이루어졌다. 먼저우수인력의

확보에주력하는한편교육훈련및평가·보상을강화

해 업무 만족도를 높이는 노력을 기울 다. 이에 따라

직원수는 1994년 35명에서 1997년에는 57명(박사 7명,

석사 23명)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인력수급이 활발하

지못해여전히소수정예체제로운 되었다.

시설 및 장비운 계획도 수립해 기관의 위상을

강화하고자 했다. 1996년 기준 KORDIC은 시스템공학

연구소, 유성 오피스텔(560평), 서울 과총회관(125평)

등으로독립건물없이3개지역에분산, 운 되고있어

기관운 의비효율을초래하고있었다. 이에단기적으

로시설운 을집중화하는노력과함께장기적으로청

사건립을계획했다. 

한편 1997년 1월에 KORDIC은 KAIST 부설기관으

로 소속이 변경된다. 이는 상위 기관인 KIST가 서울에

위치하고있는탓에관리상비효율적이어서같은공간

에있는KAIST의부설기관으로바뀌게된것이다. 그리

고 이를 계기로 KAIST 부지 내에 9,917㎡(3천평) 규모

의청사를건축한다는계획을수립하기도했다. 

이와함께고품질의정보서비스제공을위해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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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1> KORDIC 중장기발전목표달성을위한단계별목표

구분 도약기(1996~1999년) 성장기(2000년대)

과학기술정보유통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의 ◇과학기술정보 로벌

최적화 네트워크구축

-연구소, 대학, 민간등

분산체제구축

-공용정보중심의DB 구축

-전자도서관체제구축 ◇고품질정보서비스

-외국정보기관과의 -정보의시각화

연계체제구축 -가상도서관

-과학기술전산망, 슈퍼컴퓨터를 -정보수집의자동화

이용한서비스고도화

정보과학연구 ◇지능형및 ◇지능화및인간중심의

인간중심의기술연구 기술연구

-지능형 Agent -감응형 Agent

-인간정보처리기술 -사이버커뮤니케이션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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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를 지속적으로 보강해 나갔다. 1995년 기준, 보유

장비는 정보유통 주전산기 CYBER 960(중형 컴퓨터),

SUN SPARC 2000E, 일한 자동번역서비스 장비 등이었

고, 정보통신 및 연구장비로 워크스테이션과 네트워크

장비를 보유하고 있었다. KORDIC은 연구기자재의 첨

단화를위해고성능컴퓨터의확보와기타연구장비를

지속적으로확충하는노력을전개했다. 

이밖에도KORDIC은예산및재원조달계획도새

로 수립해 중장기 발전목표 달성에 기여하도록 했다.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은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예산이소요되는반면상업성이없어민간기관

이 독자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특성이 있었다. 그 때

문에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최적화와 기관의 경 합리

화 노력을 전개하면서 투자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을

기울여나갔다. 

● 김진형 소장은 1971년 서울대 건축학과를 졸업

하고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에서 전산학박사를 취득했다.

KAIST 전산실에서 연구원을 거쳐 KAIST 전산학과 교수로

재직 중 1995년에 KORDIC 2대 소장으로 취임했다. 김 소

장은 전임 성기수 소장 시절에 전개한 사업들에 대해 내실

을 다지는 동시에 미래 정보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첨단 정

보연구소를 향한 비전 및 발전목표를 수립, 추진하면서 기

관의위상을한단계끌어올리는역할을했다. 

이 시기에 KORDIC은 국가 종합 정보센터로서 국내에서

생산된과학기술정보를수집, 관리함은물론외국기관과의

연계 확대로 심층 정보를 공급하는 체제를 한층 굳건히 했

다. 또한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DB서비스 및 서지 발간,

기술상담등을통해기술정보의보급에앞장섰다. 대표적인

실적으로는KRISTAL 정보서비스체제의확대발전, 국가정

보유통확산을위한지역정보화와전자도서관의구축, 정보

검색시스템KRISTAL-Ⅱ의지능형시스템으로의발전추진

등을들수있다.

김진형 소장은 3년여의 임기를 마치고 1999년에 퇴임했

으며, 이후에는 삼성SDS 자문교수, 한국정보과학회장,

KAIST 충무IT센터 소장, 시스템보안연구센터장 등을 역임

했으며, 현재KAIST 교수로재직중이다.

김진형소장

1995. 9~ 1999. 5

역대
기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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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학기술정보자원및인프라의확충

1) 과학기술데이터베이스의구축및간행물발간

과학기술정보데이터뱅크로자리잡다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은 KORDIC의 주관

아래 데이터베이스 구축, 정보수집, 정보서비스, 정보

유통시스템등의분야에걸쳐해마다단계적으로추진

된다. 이결과 KORDIC은과학기술분야의다양한정보

를망라해구축함으로써기관의위상을다져나간다.

1994년에 전문정보센터(12개 출연연구기관)별로

연구개발활동에서수집및생산된국내외과학기술정

보에대한수집체제를확립했다. 그리고출연기관의해

외사무소(일본지역) 및 출장지를 연계한 해외 정보수

집체제를 구축했다. 한편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

(JICST)와 학술정보센터(NACSIS), 중국 LCAS 문헌정보

센터와 과학기술정보연구소 등과 정보자료 교환체제

를구축하는등국제협력사업을통한정보수집활동을

전개했다. 이밖에도인터넷을통한정보수집도활발히

이루어졌다.

과학기술정보서비스를위해KORDIC에서구축해

제공한주요데이터베이스는다음과같다.

과학기술문헌정보(SATURN)는KAIST을비롯해분야별

16개 전문정보센터가 수집·소장하고 있는 과학기술

문헌(연속간행물, Proceedings, 보고서등)에포함된단

위 논문에 대한 서지정보 DB로, 구축 내용은 초록 및

서지정보를 포함해 국내외 학술지 수록 논문·회의

록·기술보고서·표준관련규격정보등이었다. 

과학기술도서정보(UNION)는 국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에 분산되어 수집·관리되고 있는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등의 과학기술문헌에 대한 종합적인 서지

및 소장정보를 DB화한 것으로, 단행본의 MARC 형태

서지및소장정보DB와연속간행물소장정보를DB로

구축해제공되었다.

정부지원연구보고서는정부지원연구개발사업에

서생산되는연구보고서에대한DB로, 과기부산하 10

여개연구기관의연구보고서에대한정보를인터넷을

통해서지사항과초록은물론원문까지제공되었다.

학위논문은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석·박사 학위

논문의 원문을 DB화한 것으로, 원문을 스캐닝해 이미

지형태로구축해제공되었다.

학회학술지는 국내 과학기술분야의 학회에서 생

산된학회지및논문집등의정보를DB화한것으로, 학

회별로 홈페이지를 구축해 학회활동 및 DB를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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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제공했다.

과학기술 사실정보는 KORDIC이 국제과학기술데

이터위원회(CODATA)의한국대표기관역할을수행하

면서가장객관적이며직접적인연구결과물인실험수

치 및 통계 등 사실정보를 DB화해 연구자에게 제공되

었다. DB 구축 내용은 인간·생물·지구와 우주·산

업·물질 등 5개 분야로 분류해 가상화석박물관, 한국

산고등균류(버섯류), 한국민속식물, 국내광산, 한반도

연근해수산생물, 식용어류의생태계등을DB로구축

해제공했다. 

과학기술 통계정보는 과학기술활동과 관련된 각

종 통계자료로, 과학기술 인력·투자·산업재산권 등

의 내용을 다각적으로 분석 및 검색할 수 있는 과학기

술 활동조사표와 SCI(Science Citation Index)를 기준으

로한국가별및기관별논문분석자료를DB화해제공

되었다.

과학기술 인력정보는 국내 과학기술인력의 기본

정보를비롯해전문분야, 학력및경력, 주요활동및연

구실적, 산업재산권등을 DB화한것으로, 구축내용은

정부출연기관 및 국공립연구소에 재직하고 있는 선임

연구원(박사, 기술사포함) 이상, 전국이공계대학교에

재직중인전임강사이상, 한국기술사회에등록된기술

사 자격취득자, 산업체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및 과장

이상을대상으로했다.

연구기자재 정보는 관계법령에 의거해 국가·지

자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으로부터 운 에 소요되는 경

비를지원받는대학및연구소가보유하고있는고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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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2> 1997년이후국내외과학기술정보DB 구축현황

(단위:천건)

DB명 1997년 1998년 1999년 총구축건수

과학기술전문정보(정보, 신소재, 생명공학 516 412 1,558 4,038

등17개분야기술보고서및학술지등)

연구보고서 7.3 2.8 4.9 43

학회연구정보 1.4 21 85 110

학위논문정보 - 16 7 23

과학기술사실정보 51 116 108 317

과학기술인력정보 30천명 30천명 31천명 31천명

과학기자재 0.5 2.8 9.6 16

해외기술동향정보 7.5 11 9.8 39

해외과학기술학술정보 - - 9 9

(KOSEN, OSTIN)

과학기술지역정보 151 202 385 870

계
서지및초록 764 814 2,207 5,496

본문이미지/전자텍스트 134천면 2,387천면 2,348천면 7,657천면

해외DB도입: CSA DB - 6,000 4,000 10,000

(MEDLINE 외45개DB)

*총구축건수: 1993~1999년까지누적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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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자재에 대한 정보를 DB화한 것으로, 구축 내용

은 국공립기관·연구소·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외국

산 3만달러 이상, 국내산 3천만원 이상의 연구기자재

등이었다.

해외과학기술 동향정보는 세계 각국에서 발생하

는 최신의 과학기술 동향정보를 수집·번역·요약한

것으로, 해외신문을비롯해인터넷및시사지등최신

의 뉴스를 한 로 요약, 번역해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

었다.

과학기술 심층정보는 과학기술부 및 해외 과학관

에서 수집한 해외의 첨단 과학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분석, 정리해 국내의 과학기술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

록DB화한것으로, 원문서지DB화및분석정보서비스

를 비롯해 초록작성 및 전문가 의뢰 분석정보, 한민족

과학기술자네트워크운 등을통해서비스되었다.

KORDIC 시절에발간된주요간행물

KORDIC은 신생 기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과학기술정

보유통사업을널리알리기위한출판물발간사업도전

개해 나갔다. 「KORDIC 뉴스레터」를 발간하고, 정보안

내홍보용책자를제작·배포했으며, 기관인터넷홈페

이지(www.kordic.re.kr)를 오픈해 운 하는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전개했다. 특히온라인으로제공되던과학

기술분야에대한각종DB 중에서일부를책자형태로

제작배포해기관을홍보하는역할을추진했다. 

「과학기술용어 시소러스」는 과학기술 용어를 분

야별용어와순열색인이가능하도록발간한것으로, 공

통·토건·수학·기초 화학분야·전기전자 분야 등

전과학분야별로구분해수록했다. 

「해외 과학기술 동향」은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

등 해외의 과학기술 전반에 대한 동향을 수집, 분석하

고이를DB화해온라인으로제공해오던것을 1995년 6

월부터 책자 형태로 발간해 관련 기관 및 전문가에게

배포했다.

「과학기술기자재 보유현황」은 각 연구소별로 보

유 현황에 대해 통계로 소개한 것으로, 기자재에 대한

모델명, 고유번호, 제작회사, 도입일자및가격등의정

보를수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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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과학 기술정보」는 해외 각국에 파견되어 있는

과학관이 현지의 각종 정보(보고서, 단행본, 정기간행

물, 기관총람등)를수집해보내온자료중에서활용이

가능한 정보를 DB화해 구축하고 격월간으로 발간했

다. 이 밖에도「KRISTAL 이용자 안내서」와 기관 홍보

책자등을지속적으로발간해정보이용에도움이되도

록했다.  

이런활동들과함께과학기술정보관련대내외세

미나및교육도활발히실시하면서기관을알리는동시

에정보이용서비스를확대해나갔다. 

2) 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지속적인증가

다양한방식으로제공된정보서비스

KORDIC은 1994년에 연구전산망(KREONet) 및 공중통

신망(HINet-P, DNS)과 연결해 100개(출연기관: 29개,

기업체: 38개, 대학: 8개, 정부: 5개, 기타: 20개) 기관을

대상으로온라인시범서비스를실시했다. 이어 1995년

부터 250개 기관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온라인 서비스

에들어갔다.

1995년 이후에는 인터넷이 급속히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을 활용한 정보서비스가 활발하게 실시되었다.

KORDIC은 과학기술문헌정보 DB(SATURN)의 검색결

과 중에서 사용자가 원문을 필요로 할 경우 해당 화면

에서 누구나 쉽게 원하는 자료의 원문을 신청할 수 있

도록 원문서비스를 실시했다. 주요 서비스 내용은

KAIST를 비롯해 분야별 16개 전문정보센터가 소장하

고 있는 각 분야의 국내외 학술지, 학회지, 기술보고서

등이었으며, 이들자료를일반우편이나팩스및전자우

편으로제공했다.

그리고 과학기술 전문용어 DB를 구축해 하나의

용어에대해동의어, 어, 일어등에대한정보를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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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데이터베이스쇼에나란히참석한KORDIC과KINITI(1996)

<표3-23> 연구전산망 (KREONet) 및 공중통신망 (HINet-P, DNS) 연결

서비스(1995년)
(단위 : 개, %)

출연연구기관 기업체 대학 정부기관 기타

기관수

이용률

35

140

19 15

41

37.7

53.9
13.7

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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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전문용어를쉽게이해할수있도록서비스했

다. 또한 정보의 보고로 부상한 인터넷에 수록된 과학

기술분야중에서전문성을갖추고연구활동에유익한

세계각국의홈페이지를선정해이에대한간략한소개

및연결서비스를제공하는‘과학기술옐로우페이지’

를구축운 했다.  

이밖에도 1997년 12월부터인터넷을이용해과학

기술의 세부 분야별 분석 및 정리정보(Current Edge of

Science&Technology/CEST)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 서

비스는분야별전문가를통해과학기술심층정보를체

계적으로정리해학문분야별로 4~5단계로 DB화해제

공되었다. CEST 서비스는연구의경향이점차여러분

야가융합되어새로운분야를창출하는방향으로전개

되는 시대에 부응한 것으로, 단기간에 여러 분야의 중

요연구결과를쉽게파악해연구에활용하는데도움을

제공했다.

정보검색대행서비스의실시

KORDIC은데이터베이스의검색에익숙하지못하거나

DB 검색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정보 이용자들을

위해 KRISTAL을 비롯해 DIALOG, STN international,

Questel-Orbit, Ovid 등 국내외 유수의 DB에 대한 정보

검색을대행해주었다. 검색대상은과학기술전문분야

정보및특허정보등이며, 무료로제공되었다.  

3) 중소기업을위한기술개발상담센터및사이버기

술시장의운

기술상담센터의개설및운

KORDIC은 정부 출연기관에 축적되어 있는 연구개발

자원의 범국가적인 활용체제를 구축해 산·학·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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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4> 과학기술정보서비스실적
(단위 : 건)

구분 1997년 1998년 1999년 실적단위

국내소장과학기술문헌정보 240,488 324,496 440,401 검색회수

과학기술학회생산문헌정보 63,861 31,340 289,239 검색회수

과학기술석·박사학위논문 - 27,000 178,648    검색회수

연구보고서 60,756 178,758 268,300 검색회수

과학기술단행본 35,482 55,647 41,267 검색회수

CSA IDS 데이터베이스 - - 171,140 1999년 개시

과학기술인력및기자재 31,685 125,229 144,329 검색회수

과학기술지역정보 - 27,073 229,499 1998년개시

해외과학기술동향 - 345,826 4,620,762 Push 메일건수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 - 45,078 접속건수

해외과학기술정보네트워크 - - 11,978 (1999년구축)

원문복사서비스 5,772 19,165 20,723 서비스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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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활용을촉진하기위해 1994년 10월부터기술개발

상담센터를 설치·운 했다. 기술상담센터는 기업의

기술개발 애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국내 연구개발 자

원(인력, 시설, 정보, 성과)에 대한 알선을 비롯해 연구

개발지원제도(금융, 세제, 국가연구개발사업등)에대

한안내와신규기업설립을위한기술및자본등각종

정보를 방문 및 통신을 통해 무료로 안내하는 역할을

했다.

1994년에는 산업체를 대상으로 45건의 기술개발

상담을 실시했으며, 기술개발상담센터의 활동은 1995

년부터 활성화되어 그해에 산업체를 대상으로 총 212

건의 기술개발상담을 실시해 기업들의 기술개발에 도

움을제공했다.

KORDIC은 KAIST 등 과기처 산하 분야별 연구소

의고급인력을상담위원으로위촉해기업및개인에게

제품개발등에필요한정보제공을비롯해상담연계및

사후관리등을통해전문성을갖춘상담활동을실시했

으며, 국내외 DB의 검색도 대행해 주면서 기술개발활

동을측면지원했다.

사이버기술시장오픈

KORDIC은 국내외 정부연구소·대학·기업체가 보유

한기술을이전받기희망하는수요자와연계해기술거

래를 할 수 있는 사이버 기술시장을 1999년부터 개설,

운 했다. 사이버기술시장은정부의연구성과확산사

업과 연계해 운 되었으며, 국내 기술시장(분야별 및

인명별대학과정부연구소보유기술)과해외기술시장

(정부, 대학, 기업체 보유기술에 대한 정보)은 물론 벤

처캐피털및창업과관련한정보까지수록해인터넷을

통한기술거래를활성화하는데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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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시스템개발과과학기술인프라의구축에

앞장서다

1) 중소기업체에큰도움제공한일·한온라인자동

번역시스템(KOMATS) 개발및운

KORDIC은출범이후다양한정보시스템을개발, 운

함으로써정보를효율적으로저장하고검색하는데큰

기여를 한다. 정보입력, 검색, 서비스에 필요한 표준화

와 관리시스템 개발을 통해 과학기술정보 유통사업추

진의효율성을기하고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한

노력을집중적으로전개한다. 당시개발부서요원들은

모두 응용 프로그램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었으므로 정

보시스템개발에있어상당한기여를한다. 

먼저 KORDIC은 1992년부터 해외 과학기술정보

온라인 자동번역서비스체제의 구축을 추진했다. 이의

일환으로 시스템공학연구소가 개발한 기존의 일·한

번역시스템을다수의이용자가활용할수있는멀티유

저시스템으로 개량해 일본 과학기술정보를 온라인으

로자동번역제공해주는일·한온라인자동번역시스

템(KOMATS)을 한국 후지쯔와 공동으로 개발해 1995

년 4월부터서비스를본격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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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학 수(기획운 실장, 재직기간:1973. 9 ~ 2007. 12)

KORDIC은 과학기술분야의 정보를 전담할 기관의 필요성에 따라 설립되었

다. 원래KORSTIC이이역할을수행했지만이후에산자부소속산하기관이

되어산업기술정보를전담하자당시과기처에서는별도로과학기술정보DB

를전담하는기관의필요성을느껴KORDIC이탄생했다. 출범당시에는어떻

게하면쉽고저렴하게과학기술정보DB를구축할수있을까에대해많이고

민했고, 그래서과기처산하의연구기관중에서정보관리하는부서를KOSTI

라는회의체로묶어운 하면서기반을닦았다. DB면에서는KINITI의산업기

술정보와중복되는것도있었지만나름대로차별화에힘썼고, 무엇보다정보

검색시스템을자체개발해선진화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 다. KORDIC은

SERI를뿌리로하여탄생한기관인만큼가장큰장점은소프트웨어개발능력

을보유한것이었다. 오랜기간축적되어온연구원들의S/W 개발능력이뛰

어났기때문에KRISTAL 정보검색엔진을자체기술로개발할수있었다. 정

보의빠른검색과저장을위해서는KRISTAL의개발이매우중요한과제여서

많은노력을기울여성공을거두었다. 특히과학기술처산하의모든연구기관

에서발생한연구개발성과들을저장, 관리하기위해당시우리나라로선매우

중요한프로그램이었다. 이밖에도KORDIC은일·한온라인자동번역시스

템등을개발해정보검색에있어획기적인향상을이룩해당시중소기업체에

상당한기여를했다. 이러한소프트웨어개발능력은이후기관통합후KISTI

가한단계발전하는데에도큰 향을미쳤고, 이런기능은더욱발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정보 유통체제 구축사업과 관련해 KINITI와

KORDIC은서로주도권을잡으려고경쟁을하고더러는갈등을빚기도했지

만결과적으로국가차원의정보서비스의질을한단계끌어올리는역할을했

다고생각한다. 당시KINITI는정보를받아유통하고분석하는능력이우수한

기관이었고, KORDIC은전체의소프트웨어를개발하고관리하는능력이우

수했다. 여기에슈퍼컴퓨터센터까지통합되면서KISTI가시너지를제고하게

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소속으로변경된이후두기관이통합되었는데, 서로

가지닌장점을강화해기관의역량을더욱강화하게되었다고생각한다.

일·한온라인자동번역서비스시스템공동개발조인식(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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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연구전산망 및 상용정보통신망인 천리안

과 연동됨으로써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가 보유한 과

학기술문헌 DB를 자동으로 한국어로 검색할 수 있어

국내 산·학·연의 연구개발능력 제고는 물론 일본의

첨단기술에대한이전효과를기대할수있게되었다.

특히첨단과학기술정보의수집에어려움을겪고있던

중소기업체들이 일본의 최신 기술정보를 한국어로 서

비스받게되어정보활용을통한기술경쟁력증진에큰

기여를했다.

KORDIC은 1995년 기준 기업체 24개 및 정부기관

9개 기관 등 총 33개 기관에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JICST)의 과학기술 DB 1,000만 건을 온라인 자동번역

서비스로 제공했으며, 국제 데이터베이스 전시회에 해

마다참가해시연하면서시스템을널리알렸다. 

이밖에도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추진의효율성을

기하고이용자의편의를도모하기위해 1994년에는정

보입출력시스템 개발을 비롯해 멀티미디어 정보검색

시스템 Proto-type 및 정보저장시스템 설계, 문헌정보

입력시스템개발, 과학기술용어시소러스제작등의성

과를거두었다. 이어 1995년에는전문도서관망구축을

추진해 과학기술분야의 단위 도서관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2) 자체기술로개발한정보검색엔진, KRISTAL-Ⅱ

KORDIC은 순수 국내 기술로 정보검색 엔진의 개발에

착수해KRISTAL(Korea Research Information of Science

& Technology Access Line)-Ⅱ를 개발함으로써 정보검

색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한다.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정보의 효율적인 저장과 사용자에게 신속히

제공하는 정보검색시스템이 요구되고 있었다. 이에

KORDIC은 출범 직후 자체적으로 정보검색시스템을

개발한다는목표아래국내정보검색분야의최고전문

가인 KAIST 출신 이준호 박사를 입해 정보검색시스

템의개발에본격착수했다. 이어 1995년에KRISTAL-Ⅱ

버전0.8을, 그리고1996년말에는마침내버전1.6을개

발해원내를비롯해외부기관에배포하기시작했다.

KRISTAL-Ⅱ는다양한정보형태와인터넷및윈도

환경에서손쉽게검색할수있는메뉴방식의정보검색

시스템으로, 1995년 국제 데이터베이스쇼에 출품되어

국내는물론국제적으로호평을받았다. KRISTAL-Ⅱ는

초반엔안정성부족으로인해잦은오류가발생하기도

했지만지속적인연구개발과정을거쳐지능형정보검

색시스템으로 발전을 거듭했다. 문서 검색 건수가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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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건이라는예상을넘어900만건의적재및검색에성

공을 거두었으며, 잦은 오류의 원인이 된 프로그래밍

요소와 사용자 불만요인을 개선하게 되면서 외부기관

으로부터정보검색시스템으로인정을받게된다. 시스

템의주요기능도다양하게구축되어1999년기준 어

및 한 문서에 대한 검색 지원을 비롯해 대용량 정보

의효과적인관리, 문서우선순위결정모델지원, 실시

간삽입및수정지원, 웹과의연동지원등의체제를갖

추었다. 

KRISTAL-Ⅱ는 이후 KISTI 시절 들어 검색 엔진에

문서관리기능을합친정보검색관리시스템으로한차

원더진화하게된다. 2002년 10월국내최초로정보검

색관리시스템KRISTAL-2000을개발한데이어, 완성도

를높인KRISTAL-2002를개발해정보검색의새로운차

원을제시했다.

3) 지식기반사회대비한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1998년에는 21세기의 고도지식기반사회를 대비해 과

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을 추진했다. 이는 과학

기술계의 기관·단체·개인 등이 생산·보유하고 있

는각종정보및정보시스템을종합적으로연계해공동

활용한다는취지로과기부산하 5개출연연구소와 4개

학회를대상으로시범·구축되었다. 

이 시스템은 연구개발정보·과학기술전문정보·

학회학술정보·과학기술정책지원등이하나의시스템

으로 연동되어 해당 정보가 온라인으로 DB화되어 서

비스되는전자정보화체제로구성되어국가연구개발사

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종합조정을 위한 종합지원시스

템으로자리잡았다. 

과학기술통합정보시스템은 부처별 연구보고서의

서지및원문을비롯해연구제안서서지및원문, 학회

논문의 서지 및 본문 정보, 분야별 전문정보(저널,

Proceedings, 기술보고서, 학위논문)의 서지 사항 등을

DB화해제공하 다.

KORDIC은 1999년부터 이 시스템을 과학기술 관

련 모든 부처 및 연구기관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단계

표준화 및 정보공동 활용 지원을 중점적으로 전개해

2000년대를 향한 종합적인 과학기술정보화의 기반사

업으로추진해나갔다. 이로써과학기술및연구개발정

보의 One-stop 서비스체제를 구축해 연구개발활동의

생산성과과학기술정책의사결정의효율성및질적향

상을도모하는데기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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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이버국가전자도서관의구축

1998년부터는 초고속정보통신망에 기반을 둔 국가 전

자도서관 구축사업을 추진해 과학기술분야의 원문자

료를 정보유형, 시간, 장소 등에 제약 없이 검색·활용

할수있는온라인정보체제를구현해나간다. 이 사업

에는 KORDIC를 비롯해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KAIST 과학도서관, KINITI, 법원도서관, 한국교육학술

정보원등이공동으로참여해가상환경의전자도서관

을구축해네트워크를통한공동활용체제를구축한다

는계획으로추진되었다.

과학기술분야의 원문 자료를 시간 및 공간 등의

제약 없이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제공 환경을 만

들기 위해 KORDIC은 사업 내용을 △멀티미디어 정보

처리, △서지정보처리 표준화, △종합도서 DB구축(온

라인분담목록시스템운 ), △도서관S/W 개발및보급,

△다국적자동번역시스템, △전문분야별정보센터간의

네트워크 운 및 전산기기 확충 등으로 정했다. 전자

도서관구축은 KORDIC의 Kristal을 중심으로전문분야

별단위도서관을한개의종합도서관형태로연결해초

고속정보통신망과멀티미디어등최첨단기술을응용

한가상공간의도서관체제로구축되었다.

1998년에 1단계 시범사업을 완료해 교수 연구논문 및

석·박사학위논문본문 200편과정보과학지본문 355

편을DB화했다. 

지능형 멀티미디어 정보서비스 기술개발 및 표준

시스템구축일환으로추진된국가전자도서관구축사

업은 1999년부터 2단계사업으로디지털화된과학기술

정보의축적을확대한가운데 2000년까지세계최고의

첨단 전자도서관을 구축해 원문 DB(44,950건), 연구실

적 DB(702,000건), 멀티미디어 DB(296종) 등을확보한

다는계획을추진했다.

KORDIC은 1999년까지 학회논문지, 과학기술연

감, 원자력안전백서, 과학기술연구활동조사보고 등의

DB를 구축했다. 이로써 KORDIC은 초고속망을 통해

학술 및 연구활동에 필요한 정보의 서지 및 본문은 물

론 동화상 등 각종 멀티미디어 정보를 제공하는 국가

차원의전자도서관체계를구축, 운 하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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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역정보화 사업과 대외 협력활동의 활발한

전개

1) 지역정보화사업의선도적인수행

창원·마산공단지역1단계지역정보화사업의성공적인추진

우리나라는1995년지자체실시를계기로지방화및정

보화시대에부응해수도권과지방의균형발전도모와

중소기업의산업경쟁력제고가국가차원의당면과제

로 부상한다. 이런 환경에서 지역의 학계와 연구소 및

중소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해외기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유통체제의 구축이 요구되었고, 지역 주민들

이 다양한 전산망을 통해 수도권 및 타 지역의 정보를

접근할 수 있는 기본적인 체제에 대한 요구 역시 증대

한다.

KORDIC은 지역정보화 사업을 기관이 수행할 주

요임무로삼아단계별로지역정보화사업을전개해나

간다. 이를 위해 사업추진방향을“전국 주요 공단지역

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지역정보유통체제를 확립하

며,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 구축사업과 연계해 해당 지

역의 관련 기관과 공동으로 추진하고 기반 정착 후 지

역자립수행체제로전환한다”로설정했다. 

지역정보화사업은 1994년에 1단계사업으로 500여기

계·재료산업체가 집되어 있는 창원·마산지역을

선정해 착수되었다. KORDIC은 중소기업에 활용가치

가 높은 상품·인력·시설 등의 정보를 지역 전문 DB

로구축작업을추진해1995년말까지기업기본정보, 산

업기본정보, 산업기술정보 등 9개 분야에 걸쳐 약

84,000건에 이르는 DB를 구축했다. 또한 국내외 특허

및규격등산업기술정보를CD-ROM 형태로도입해중

소기업의기술습득에도움을제공했다. 

이와함께1994년 9월에지역기술정보유통망(RIN-

Net)을개통해해외첨단기술정보를제공했으며, 일·

한자동번역시스템을활용해지역내중소기업체를대

상으로집중지원했다. 1995년말기준, 307개기업체가

회원으로가입해필요한정보서비스를제공받았다. 이밖

에도 KORDIC은 정보 마인드 활성화를 통해 중소기업

의정보조사및분석을비롯해활용능력을높이는노

력도병행해전개했다.

KORDIC은 1996년까지 3년에걸쳐창원·마산공

단지역의지역정보화사업을성공적으로완수했다. 국

내최초로시작된공단중심의지역정보화사업인만큼

이용자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1996년 말 기

준, KORDIC은 분야별 지역정보 DB 25만 건을 구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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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비롯해지역100여개기업체홈페이지구축, 지역

24개 기업체웹호스팅서비스및 3,000여 가입회원확

보, 지역정보유통활성화를위한지역협의회및국내외

연동체제구축등의성과를거두었다.

대전및광주공단지역정보화사업추진

KORDIC은 1단계지역정보화사업추진을통해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을 바탕으로 1997년부터 대덕연구단지

와 공단지역, 그리고 광주 공단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로 지역정보화 사업을 전개해 나갔다. 1999년까지 3년

에걸쳐추진한결과, KORDIC은대덕연구단지60여개

기관과 대전 및 광주 공단지역의 1,000여 기업체에 대

한정보를DB로구축했다. 그리고대전및광주지역의

400여개기업체의홈페이지를구축해중소기업체들의

정보 조사 및 분석과 활용 능력을 제고하는데 기여했

다. 또한지역정보유통활성화를위한무역지원정보연

동체제를 구축해 중소기업들이 해외 기업들과 기술교

류및무역활동을수행하도록지원했다.

이처럼 지역정보화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KORDIC은2000년대부터전국주요공단을대상으로지역

정보화사업을추진한다는중장기사업추진계획을수립했

다. 하지만지역정보화사업은KISTI 통합이후중단된다. 

2) 기관의위상을높인대외협력활동

해외정보기관과의협력체결확대

KORDIC은우리나라를대표하는과학기술정보유통체

제의중추적인기관으로성장하기위해해외정보기관

들과 국제협력을 체결해 활발한 국제교류를 전개하면

서기관의역량과위상을제고해나갔다. 먼저1994년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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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5> 지역정보화사업추진내용및계획

구분 지역 추진내용

-분야별지역정보DB: 25만건

-지역기업체홈페이지구축: 100여개업체

1단계 창원/마산공단지역 -지역기업체웹호스팅서비스및가입회원:

(1994~1996) 24개업체 3,000여사용자

-기타지역정보유통활성화를위한지역협의회

및국내외연동체제구축

-대덕연구단지정보 : 60개기관

-해당공단지역기업체정보: 1,000여개업체

-대전/광주지역기업체홈페이지구축: 400개
2단계 대덕연구단지/공단지역

-기타지역정보유통활성화위한무역지원
(1997~1999) ,광주공단지역

정보연동체제구축

-대전광역시및광주광역시와대응자금 형식

으로사업추진

중장기 전국주요공단
-전국의각공단 (대구및안산등)에

사업추진 지역정보화
단계적으로확대해전국적인지역정보유통

(2000~2003)
체제구축

-지자체와대응자금형식으로사업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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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와 협력을 체결해

연구보고서·정기간행물·DB 등의 정보교류를 비롯

해 정보시스템 및 인력의 교류를 추진했다. 그리고 그

해 12월에는 중국과학원 산하의 문헌정보센터

(DICCAS)와 협력을 체결해 과학기술 관련 정기간행물

및 각종 자료의 교환을 비롯해 과학기술 서지 및 인력

DB, 과학기술정보및관리에대한소프트웨어의공동

개발, 공동 관심사에 대한 심포지엄 및 세미나의 개최

등을추진했다.

1995년 7월에는 러시아 연방과학기술통계센터

(CSRS)와 국제협력을 체결해 과학기술정보에 대한 공

동연구를비롯해연구인력및정보의상호교류를추진

했다. 이밖에도 KORDIC은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JICST), 미국국가기술정보서비스(NTIS), 프랑스국가과

학기술정보연구원(INIST) 및 독일전문정보센터(FIZ

Karlsruhe) 등과도 협력관계를 체결하고 과학기술정보

의DB 교환및인력교류를추진하면서기관의위상을

높 다.

APEC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의주도적인참여

KORDIC은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의 산업

과학기술 실무자 그룹(Industrial Science and

Technology Working Group: IST WG)에도 참여해 주

도적으로 활동하면서 기관의 위상을 제고한다.

KORDIC은 1995년부터 APEC 역내 과학기술정보유통

구축사업을 추진했다. 역내 국가 지원 연구과제 정보

및과학기술인력정보에대한공동DB구축및활용노

력과함께한국어, 어, 일본어, 중국어에대한국가간

과학기술정보의 상호 유통을 위한 자동번역서비스를

구축하는노력을전개했다. 

그리고 1996년 8월에는 KORDIC 주관으로‘APEC

역내 과학기술정보 교류 활성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

엄’을 개최했다. 이 심포지엄은 APEC 국가 간 과학기

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체제 구축을 위해 연구정보망

(Research Information Network) 및 과학기술정보 DB

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개최되었으며, 문서 표준화

문제와원활한정보유통을위한다국어자동번역등에

대한국내외전문가들의강연이열렸다.  

이어 그해 11월 제2차 APEC 과학기술각료회의에

서우리나라가호주및일본과공동으로추진한‘APEC

Science WEB’에 대한 결과 발표 및 시연회를 가졌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309

KORDIC이개최한APEC 역내과학기술정보교류활성화를

위한국제심포지엄(1996)

 kisti 제3부-02(3차수정완료)     2012.1.27 9:34 PM  페이지309   TG  2540DPI 150LPI



이날 시연회를 시작으로 KORDIC은 APEC 산업과학기

술 실무자 그룹의 한국측 홈페이지를 운 ·관리하고,

국내의 과학기술인력,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등의 DB

와 과학기술 관련 연구소 및 공공기관 정보 등의 과학

기술정보를 문으로외국에제공했다.

또한 지역 통합을 지향하는 APEC의 이념에 부합

하여 메타써치 에이전트(Meta-search Agent)를 활용해

각국의 정보가 사이버 공간에서 효과적으로 통합되도

록하는데에도많은기여를했다.

이 밖에도 KORDIC은 1994년부터 한국 대표기관

으로 ICSU(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및

CODATA(Committee on Data for science and

technology)에 참가해 활발한 교류활동을 전개했다.

CODATA는 ICSU의 산하기관으로 과학기술 전 분야에

걸쳐유용한정보를축적하고공유하며, 축적된자료의

품질을비롯해신뢰도및접근성의향상을추구하는국

제기구이다. KORDIC은 1997년 11월 제8회 CODATA

아시아/대양주회의를주관해개최하여위상을높 다.

한민족과학기술휴먼네트워크, KOSEN의운

KORDIC은 1999년 7월 교육과학기술부와 공동으로 국

내외 과학기술협력과 정보교류기반 형성을 위해 로

벌 휴먼 네트워크인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KOSEN(Global Network for Korean Scientists and

Engineers)을 오픈해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한다.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는 전 세계 한인 과학기술

자를연계해두뇌자원화하고, 이들의전문지식과경험

을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국정 100

대 과제로 선정, 추진되었는데, KORDIC은‘해외 과학

기술정보종합관리센터’로 지정받아 주도적으로 네트

워크운 을담당했다.

KOSEN은 1999년부터 해외 과학기술자들의 정보

와 함께 전문가의 분석자료, 학회보고서, 첨단기술보고

서, 미국의회보고서등의자료를축적해온라인으로제

공했다. 이와함께그해11월부터정부부처및범세계적

인 KOSEN 회원망을 통해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없는

해외정보를 입수해 해외 과학기술정보네트워크

(Overseas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Network: OSTIN)를 오픈해 국내 과학기술계의 소식과

고급취업정보, 그리고세계의학술정보등을제공했다. 

이밖에도세계각국에서발생하는최신과학기술

동향에대해해외신문, 인터넷, 시사지등최신뉴스를

한 로 번역·요약해 주간 단위로 인터넷 서비스하고,

회원에게 웹 포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해외 과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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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인물DB 제휴조인식(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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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동향정보’서비스도제공했다.

이처럼 KOSEN(http://kosen.oasis.or.kr)과 OSTIN

(http://ostin.oasis.or.kr)은각각해외과학기술자확보를위

한인력네트워크와해외과학기술정보를국내에유입하

기위한정보네트워크로서상호유기적으로결합되어정

보및지식유통의시너지효과를발휘하도록운 되었다.

KOSEN은 이후 2000년대 들어 KISTI가 운 을 담

당하면서국내외과학기술자간교류를확대하고정보

를 교환할 수 있는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해외의 선진

지식을국내에소개해국내의과학기술발전에견인차

역할을수행함은물론국내과학기술인과의활발한학

술교류가이루어지고있다. 2000년 8월KOSEN 전문가

제도시행을비롯해웹진의창간과KOSEN 페스티발의

정기적인 개최 등을 통해 주재국 간 및 국내 과학계와

의정보및인적교류가활성화되었으며, 2001년 3월부

터 KOSEN과 OSTIN을 통합해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

워크(www.kosen21.org) 체제로운 되고있다.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는 2010년 기준 전 세

계 40개국 8만명의 과학기술자를 연결해 운 되는

로벌커뮤니티로, 세계각국의첨단연구현장을연결해

누구나무료로과학기술정보를제공받을수있어이용

자들로부터큰호응을받고있다.

국내유관기관과의업무협력및교류활동의활발한추진

KORDIC은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사업도 활발히 추

진했다. 대표적인 협력체결을 보면, 먼저 KINITI와 업

무협력합의서를 체결하고 공동협력을 통한 DB 구축,

정보유통기술 표준화 협조, 정보유통체제 구축 업무협

조, 기술및정보의교류등에대해협력해나갔다. 그리

고 성기수 초대 소장이 총장으로 재직한 동명정보대학

교와정보및인력교류등에대해업무협력을체결했다. 

KORDIC은기관의역할과위상을널리알리고, 정

보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양한 대외활동도 전개했

다. 1996년부터해마다과학기술정보처리에대한현주

소를 가늠해보는‘과학기술정보 워크숍’을 주관해 개

최했으며, 한국어 정보검색 엔진들을 한 자리에 모아

비교및평가하는‘한국어정보검색엔진박람회’도개

최했다. 이 밖에도‘대한민국과학축전’, ‘국제데이터

베이스쇼’, ‘SOFTEXPO’등 세미나 및 전시회에 해마

다활발하게참가하면서기관을널리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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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질적·양적성장의전환기를맞이하다

1) IMF 시대와정부출연연구기관에대한기능조정

공공기술연구회소속독립정보기관으로새출발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시대의시작과 1998년국민

의정부출범을기해 KORDIC은새로운변화에직면하

게 된다. 국민의 정부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한 기

능조정을추진해합리적인국가연구체제의구축과정

부출연연구기관의경 합리화를도모한다. 이에따라

1999년 1월제정된‘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그해 5월 KORDIC은

KAIST 부설 연구기관에서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독립하게되고조 화소장이취임했다. 

독립법인으로설립되었지만KORDIC은인원과시

설면에서다른연구기관들에비해상대적으로미약한

규모 다. 따라서기관의역량강화를위해서는기능의

재정비 및 확대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한국전자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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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ETRI)의 슈퍼컴퓨터 설치 이관 유치경쟁에 나

섰다. 당시 유치 경쟁에는 KAIST를 비롯해 서울대, 한

국전산원등이참여했다. 

KORDIC은 기존의 과학기술정보 유통 기능에 정

보생산(슈퍼컴퓨터)과 운송(연구전상망) 기능을 통합

해국가과학기술연구개발의인프라를고도화하고, 신

지식 창출능력을 극대화해 시너지 효과를 제고하겠다

는 논리로 유치경쟁에 나섰다. 이와 같이 독립기관인

KORDIC에 통합되어 부문별 기능을 시스템적으로 통

합해시너지를제고한다는관점은타기관들에비해논

리적인설득력이앞섰고, 통합대상기관이던ETRI 소속

슈퍼컴퓨터센터 직원들로부터도 호응을 받았다. 결국

과학기술부는1999년9월KORDIC이슈퍼컴퓨터센터의

기능을이관받아통합한다고최종결정을내렸다. 

슈퍼컴퓨터센터의 기능을 통합하게 됨에 따라

KORDIC은 ETRI로부터 기존의 연구공간인 옛 SERI 건

물(현재 KISTI의 본관)을 인수받아 새로운 연구터전을

마련했으며, 이를 기해 KORDIC은 질적·양적 성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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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점을맞이하게된다. 

기능통합당시KORDIC의인력은 50여명규모

다. 여기에 슈퍼컴퓨터센터의 인력 100여 명을 인수하

면서 총 인력은 150명 규모로 증가했다. 슈퍼컴퓨터센

터의 기능 인수를 계기로 인력과 기능 면에서 역할이

크게 강화됨에 따라 KORDIC은 기관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정립하여비전및발전목표를수립했다.

먼저기관의장기비전을“21세기국가과학기술지

식인프라를 선도하는 과학기술 중앙정보센터”로 정하

고이를달성하기위한발전목표를△과학기술정보인

프라의 중심센터,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 종합

DB 구축및서비스, △정보유통관련표준화추진과정

보시스템 연구개발 및 보급, △첨단 연구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팅 지원, △과학기술 전용망인 연구전산망 운

및고도화지원등으로정했다.

이와 함께 KORDIC은 조직을 정보사업부, 정보지

원부, 슈퍼컴퓨팅사업단, 기획운 부, 한민족과학기술

네트워크지원단체제로개편운 했다.

KINITI와의기관통합추진

KORDIC이 1999년 5월 KAIST 부설 센터에서 독립법인

으로 새롭게 출발하고 공공기술연구회 소속으로 변경

되던 그 즈음,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의 기관 통합

논의도전개되기시작한다. 1999년 4월국가과학기술위

원회는‘1998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

가’보고서를통해두기관의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을

통합조정해야한다고밝혔다. 이어1999년 12월공공기

술연구회 기능조정실사단의 현장 실사를 거쳐 기능 중

복을 해소하기 위한 기관 통합이 최종 결정되었으며,

2000년 3월 통합추진위원회가가동되면서통합추진이

본격화된다.  

통합추진위원회는 2000년 5월‘통합추진계획(안)’

을의결하고통합방식은한기관이다른기관을흡수·

통합하는승계방식으로하고, 통합원장은기존의양기

관원장이사임한후에통합기관장을선출하기로했다.

이어2000년 7월통합주체기관으로KINITI가결정되고,

그해8월통합주체기관인KINITI의원장및향후통합기

관의초대원장으로조 화원장이선임되었다. 

이후 양 기관의 통합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

인 통합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으며,  2000년 12월

15일 정부 출연(연)법 개정(안)이 제정, 공포되면서 통

합기관명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로하여새

로운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기관 통합과정에 대한 구

체적인설명은앞장의KINITI편참조)

Hub

Ev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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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morr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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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전산실발족및‘CDC 3300’기종의도입

KORDIC은1999년9월유치경쟁을거쳐ETRI 산하의슈퍼컴퓨터센터와통합함에따라첨단

연구개발을위한슈퍼컴퓨팅자원은물론과학기술전용망인연구전산망의운 및고도화

를수행하게되어기관의위상과역할을크게제고하게되었다. 이는이후KINITI와의기관통

합을거쳐KISTI로거듭나과학기술정보중심기관으로도약하는데중요한자원이된다.

슈퍼컴퓨팅센터의역사는1967년6월발족한KIST의전산실로거슬러올라간다.  KIST 전

산실은 1966년 2월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설립을계기로핵심연구분야의하나로컴

퓨터활용기술에대한연구가부각되면서개설되었으며, 성기수박사가초대전산실장을역

임하면서우리나라정보화사회를이끌어가는중심기관으로거듭난다. KIST 전산실은 1984

년 11월 KAIST 부설시스템공학연구센터로개편되고 1988년부터슈퍼컴퓨터를도입, 가동

하면서국가컴퓨팅자원의공동활동센터의역할과국가기간전산망구축에굵직한발자취

를남긴다. 이후시스템공학연구소(SERI)로개편된후에는슈퍼컴퓨터의활용능력을선진국

수준으로끌어올리고, 연구전산망구축사업을선도해 로벌네트워크시대를개막하는데

큰기여를했다. 이런활동들에힘입어우리나라가2000년대에정보산업분야의세계적인강

국으로부상하는데공헌을했다. 

슈퍼컴퓨팅센터 및 국가연구전산망 전담 기능의 수행 1

2) 슈퍼컴퓨팅센터및국가연구전산망

전담기능의수행
슈퍼

컴퓨
팅센

터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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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 전산실이발족하던1967년당시우리나라의전산인프라및활용기술은불모지나다름

없었다. 1967년4월경제기획원조사통계국에‘IBM 1401’모델을국내1호로도입하면서컴

퓨터시대가막열리고있던시절이었다. 이컴퓨터는트랜지스터를사용한2세대컴퓨터로,

출시된지 8년이지난기종이어서기억용량 16KB(Kilo Byte), 분당 800매의카드해독, 분당

1,100라인을인쇄하는수준이었다. 이기종은1968년12월3세대컴퓨터인 IBM S/360-40으

로대체되었다.

이무렵, KIST 전산실은바텔연구소의사례를참고해공개적이고객관적인선정과정을거

쳐1969년 1월‘CDC 3300’을도입해국내컴퓨터역사상12번째도입기관이된다. 이모델

은기억용량이32KW(Kilo Word)이었고, 1Word가 24비트(bit)인컴퓨터로서CPU 속도는0.3

MIPS(초당100만명령어실행)에불과했다. 그럼에도당시로선세계적으로최신기종이었고

국내에도입된컴퓨터가운데최대용량이었다. 

모든면에서격세지감을느끼게하지만40여년전에는일반컴퓨터의도입자체가지금의

슈퍼컴퓨터만큼이나비용이많이소요되고절차도까다로웠다. 그만큼컴퓨터한대의도입

이지닌경제적·사회적인파급효과도엄청났던시기 다. ‘CDC 3300’기종은 1970년 6월

●1964년 국내 최초로 통계국에 도입된 IBM 1401
컴퓨터

●1968년 KIST 전산실이 도입한 CDC 3300 컴퓨터.
당시언론에서는전자계산기라는명칭을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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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모리를96KW로확장했고, 운 체제는MSOS를가동하다이후에MASTER로업그레이드

되었다.   

①국내최초데이터통신연결및EPB ‘예산업무’의전산화

KIST 전산실은 1970년 3월정부프로젝트인경제기획원예산국의‘예산업무 EDPS화에관

한연구’를최초로수행하면서한국의경제발전과정보산업의역사에굵직한발자취를남기

게된다. 예산업무EDPS화는3단계에걸쳐6년간수행되었으며, 이를계기로정부의예산업

무가전산화되어업무효율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게되었다. 이는정부의정책입안자들에

게컴퓨터에대한인식을심어주고확산시키는계기가되어장관을비롯해고위관료들에게

컴퓨터교육을실시하기도했다. 

이와함께KIST 전산실은1970년 5월국내최초로데이터통신망을개통해데이터통신시

●KIST 전산실을방문한박정희대통령내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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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를열었다. 당시의데이터통신망은전용선과모뎀장비를이용해홍릉에있는KIST 전산실

의CDC 3300 시스템과광화문청사에있는경제기획원예산국의배치터미널CDC 200UT를

2400bps로연결한것에불과했다. 극히초보적인수준이었지만당시로선이목을끌고큰의

미를부여할만한사건이었다. 이처럼호스트정보를다른지역에있는터미널에서입출력할

수있다는것은네트워크를통해원격지에서컴퓨터를공유하는시대가도래하고있음을알

리는서곡이었다. 당시데이터통신은Batch(일괄처리) 터미널을가동한것으로, 국내컴퓨터

망의기술적인가능성을확인했다는점에서의미가있었다.  

이를시작으로KIST 전산실은중앙관상대, 체신부, 농림부, 전매청, 관세청등의전산화와

함께덕수상고등의교육기관에원격지온라인컴퓨터교육을실시할수있는통신망을시범

적으로구축했다. 이런과정을거쳐 1976년부터부산, 광주, 인천, 울산등지로전국규모의

개방형온라인네트워크를구축하게되었다.

318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70년대초KIST 전산실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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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국내최초한 입출력시스템개발

국내 최초로 한 입출력시스템을 개발한 것도 KIST 전산실의 대표적인 성과의 하나 다.

KIST 전산실은 1970년 11월컴퓨터를이용해분당16,000자의한 을인쇄할수있는한

입출력시스템을개발해전산화추진과업무효율제고에상당한기여를했다. 

이전에는한 로작성된문서가필요한경우, 문으로인쇄하고한 로번역한다음인쇄

소에서편집하는이중작업을거쳐야했기때문에시간이많이소요되었고불편한점이많았

다. 그런데컴퓨터를이용한한 전자인쇄장치가개발됨에따라이전에는엄두도못내던전

화요금고지서의발급은물론대학예비고사의채점등대규모의데이터처리가요구되는분

야에서도한 인쇄가가능하게되었다. 

한 입출력시스템의개발은컴퓨터의이용범위를확대하는데지대한역할을했다. 과학

및 통계 분야뿐 아니라 기업체의 제반 보고서 작성에도 폭넓게 활용되었다. 이런 환경에서

KIST 전산실은1977년에한 소프트웨어

를개선해새로운한 프로그램을개발해

사용의편의를한층높 다. 이처럼한 입

출력시스템의개발을계기로컴퓨터는모든

문서를기억·처리함은물론직접인쇄까지

수행하게됨으로써활용성이배가되었다.    

③국내최초OCR(광학문자판독) 시스템도입및처리기술개발

1970년초반까지전화요금고지서를발부하려면일일이수기로작성해야했기때문에엄청

난인력과시간이소요되었다. 이런환경에서갈수록전화가입자가급증하고있어수기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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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출력시스템으로출력된최초의한 재산세
고지서(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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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인한문제점이대두되자체신부는컴퓨터를이용한전화요금자동발급을추진했다. 

이에대해미국의OSI(Optimum System Inc.)사는 3년 6개월의개발기간과 500만달러의

개발비용을담은제안서를제출했다. 그런데KIST 전산실은체신부와함께1970년11월부터

1년동안서울시전화요금전산화프로젝트를수행해대규모데이터처리기술을개발하는데

성공을거두었다. 

개발비용은불과7,000만원으로, 미국업체의 1/20에불과했으며, 개발기간도크게단축

해1년만에프로젝트를완수한것이다. 이로써우리나라는1971년10월서울시동대문구관

내전화가입자들을시작으로최초로컴퓨터를이용해한 로인쇄된전화요금전산고지서

를발부해전화요금전산화시대를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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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최초광학문자판독(OCR) 시스템으로발표된대입합격자통보(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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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고지서의전산화는이후에행정업무의전산화에큰 향을미쳤다. KIST 전산실은

국내최초로OCR(광학문자판독) 시스템을도입하고처리기술을개발함에따라대학입학예

비고사채점을최초로컴퓨터로수행했으며, 이후해마다대학입학예비고사업무를처리함

은물론중앙교육평가원의설립에도 향을미쳤다. 

이밖에도1973년부터서울시상수도요금고지서발급업무를시작한것을비롯해전매청

업무, 중고등학교학교배정, 제조업생산관리, 병무청업무, 기상통계, 병원업무관리등다수

의공공행정업무와금융기관및산업체의관리업무를전산화하는데주도적인역할을수행

했다. 이로써정부부처의행정업무를크게간소화해국가의경제발전을지원하고정보산업

의발전을이끄는데중요한역할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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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KIST의전산실창설멤버의한사람이었다. KIST의전산실은훗날시스템공학연구소로발전하는데, 우리

나라정보화를이끌어간‘뿌리’의역할을했다. 전산화교육을비롯해시스템개발및운 , 데이터통신까지그

곳에서최초로이루어졌다. 당시성기수박사님은‘이노베이터’로서남들이생각하지못하는것들을도입하고

서비스하는데탁월한역량을발휘했다. 특히전산을국가의행정부서와연결해예산업무및전화요금전산화

등에다양하게활용했는데, 당시로선국가정보화의기틀을마련한획기적인‘맞춤형서비스’다고생각한

다. 1970년대말에이미원격교육시스템을도입한것도지금생각해보면흥미로운점이다. 미국CDC사의

PLATO 시스템을도입하고특수터미널을구축해물리, 화학등의강의가가능하도록했는데, 이것은당시에최

고로발전한e-러닝콘텐츠 다. 결국너무시대를앞서간탓에일반에게보급이되지는못했지만전산화에대

한도전과열정만큼은대단했음을알수있다.

그리고1970년대후반국제경제연구원으로부터‘도서정보시스템’개발용역을받아KIST 전산실소속의

내가연구책임을맡아시스템을개발한것도인상에남는다. 당시정재석초대원장의지시로신생기관에다수

도입되던도서를효과적으로분류, 관리하는시스템구축사업이추진되었다. 이에책의일련번호부여, 분야별

전문가들을통한5~10개의키워드선택및기본정보입력, 대출시스템의개발등의도서정보시스템을구축했

다. 특히분야별로전문가를활용해도서에대한키워드를잘뽑아매우빠르게도서정보를파악할수있도록

했는데, 이것은세계적으로도드문방식이었다. 이때개발한도서정보시스템은국내최초로도입된방식으로

서적은인력으로효율적인도서관리가가능해이후에홍릉연구단지전체로보급되었다. 이처럼시스템공학

연구소는국내최초의정보화사회기반조성과분야별로선진기술을도입및보급하는산실이되었다. 

안 문 석(한국과학기술원 전산시스템개발실장, 재직기간:1968.1~19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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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기컴퓨터‘CYBER 72-14’도입

1969년 1월‘CDC 3300’을도입한지 1년여만에다양한응용소프트웨어들이잇달아개발

됨에따라컴퓨터의활용성이급격히증가하게되었다. 이에KIST 전산실은1970년6월메모

리용량을 3배로확장했으며, 1년 후인 1971년 11월에당시로선최신기종인‘CYBER 72-

14’를랜털방식으로도입하기에이른다.  

KIST 전산실에서도입한2호기컴퓨터인‘CYBER

72-14’기종은복수의프로세서와Time sharing 기

술이 가능한 대규모의 과학계산 처리용 시스템이

었다. 주기억 메모리는 48KW(60bit/w)에 10개의

주변 프로세서의 메모리가 각각 4KW(12bit/w)로

구성되어있었고, 성능이 1MIPS로최신의고성능

시스템이었다. CYBER 72-14 시스템은CDC 3300

에 비교해 용량이 3배인 만큼 가격은 175만 달러

로2.5배가되었고, 월임차료역시1호기보다2배이상많은35,000 달러 다. 

CYBER 시리즈는이후지속적으로새로운기종으로업그레이드되었다. 1973년에CYBER

73-14(65KW), 1975년에CYBER 73-18(131KW), 1979년에 174-16(262KW), 1987년에 170-

835(2MW, 3MIPS), 1989년 CYBER 960-31(64MW) 등최신의기종이도입되어정보자원인

프라를공동활용하는메인서버의역할을했다.  

KIST의전산실은1973년 8월전자계산부로승격되고하부에전산연구개발실과전산운

실로분리운 해업무를한층전문화했다. 그리고CYBER 73-14의도입을계기로터미널보

급을강력히추진하기위해전산운 실에터미널팀을개설했다. 터미널팀은터미널설치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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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호기컴퓨터Cyber 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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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통신회선과모뎀설치및운 에이르기까지CDK CE(Custom Engineer)와함께운

되어데이터전산망의모체가되었다.

1976년에는최초로서울과광주시의삼양타이어간에4,800bps 통신이개통되었으며, 이

후 1978년에서울~부산, 서울~대전간에각각9,600bps 통신이연결되었다. 이로써국내에

고속통신이본격적으로개통되면서일반이용이촉진되었다. 그리고서울시내를포함해부

산, 광주, 울산등지에대화형단말장치를연결함으로써전국적인전산망을구축하게되었다.

컴퓨터공동활용에대한이러한기반기술과노하우는이후정부가추진한5대기간전산망

사업과초고속정보통신망기반사업의모태가되었다.   

제3세대컴퓨터‘IBM 3032’도입과KA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로새출발

1976년2월KIST 전자계산부는전자계산조직연구부로개편되었다가1977년3월에KIST 전산

개발센터로개칭되었다. 그리고이즈음엔수탁연구과제가갈수록증가하고사용자의요구가

점차다양화및대형화되어컴퓨터용량과기능이한계에도달하자전산설비의증설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1979년1월, 주로과학계산용에적합한Cyber 기종과차별화된범용인‘IBM

3032’기종을도입했다. 이시스템은제3세대컴퓨터로서국내최초로도입된최신기종이었다. 

‘IBM 3032’기종은기존의CYBER 시리즈와더불어1980년대중반까지KIST 전산개발센

터의주력기종으로사용되었다. 이기간동안의료보험의전산화를비롯해‘88 서울올림픽’

전산화작업의발판이된‘83 인천전국체전’전산화등많은프로젝트에사용되었다. 도입당

시메인메모리가2MB이었던 IBM 3032 기종은1980년3월에4MB, 1983년10월에8MB로

업그레이드되었다. 그리고1986년에‘IBM 3032’기종은‘IBM 3083(32MB, 8.5MIPS)’과 IBM

호환 기종인‘NAS 8083(32MB, 8.5MIPS)’기종으로 대체되었으며, 1987년에 AS/X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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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50(32MB, 16.5MIPS) 기종으로다시대체되었다. 

한편 1980년 12월, 15개 이공계 출연연구기관이 9개로 통폐합되면서 KIST는 한국과학원

(KAIS)과 통합해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출발하게 되었다. 이에 KIST 전산개발센터는

KAIST 전산개발센터로되었다가1982년 2월에KAIST 부설전산개발센터로명칭이변경되었

다. 그리고1984년11월KA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SERI)로재출발하면서조직과역할이크게

확대되었다.

이시기에수행한과제로가장대표적인것은금융실명제시스템의개발이었다. 제5공화

국은1982년7·3 조치를통해1983년7월1일이후모든금융거래에대해전면적인실명거

래실시를발표했다. 이때 KAIST 부설전산개발센터는 1982년말까지 6개월에걸쳐금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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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SERI) 설립(19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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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용전산시스템을개발완료했다. 당시정부관계자들까지 5,000만건에달하는금융거

래자료를짧은기간에전산처리하는것이불가능하다고주장했지만전산개발센터는예정

대로작업을마무리해주위를놀라게했다.  

당시 KAIST 부설전산개발센터가개발한금융실명거래용시스템은국세청의징세업무용

으로활용되었다. 국세청은1983년부터이시스템을활용해3,700억원의세금을추가로징수

했으며, 1984년부터1989년까지5년동안은닉세수2조5,600억원을발굴하는데기여했다. 

한국슈퍼컴퓨터시대의개막

①슈퍼컴퓨터1호기CRAY-2S의도입

우리나라는1988년 12월6일슈퍼컴퓨터1호기‘CRAY-2S’를가동하면서슈퍼컴퓨터시대

를 개막하게 된다. 이날 홍릉 KAIST 시스템공학센터 컴퓨터실에서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의개통식이열렸다. 역사적인날인만큼이날개통식에는이상희과기처장관과

홍성원청와대경제비서관등외부인사들이다수참석했다. 

‘CRAY-2S’기종은 1988년

9월도입되어 4개월여의설치

및시험가동을거쳐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2GFlops

( F l ops ; f l o a t i n g -po i n t

operations per second, 초

당20억번의부동소수점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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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의성능을보유했고, CPU가4, 주기억메모리가128MW(Megaword, 64bit/w), 디스크용

량이 60GB(Giga Byte), 운 체제는UNICOS를탑재해당시슈퍼컴퓨터중에서도가격과기

능및성능면에서다른기종보다월등히우수했다. 

‘CRAY-2S’기종은소프트웨어를포함해구입비가총323억원에달할정도로고가여서예

산을확보하는데많은어려움을겪었다. 1980년대들어국내에도산업체및연구소에컴퓨

터가많이도입되기시작했고, 사회전반에걸쳐컴퓨터마인드가확산되는추세에맞추어정

부는정보산업육성위원회를조직해PC산업의육성을적극추진했다. 세계적으로는1985년

경에이미미국과일본등선진국에 100여대의슈퍼컴퓨터가설치되어기상예보를비롯해

원자력안전성분석및석유탐사등의연구에널리활용되고있었다.

이런환경을맞아시스템공학센터는성기수소장을중심으로1985년부터슈퍼컴퓨터도입

을 위한 기초작업을 진행

했다. 국내과학기술연구자

들에게슈퍼컴퓨터를사용

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

위해일본의CRC(Central

Research Center)와 협

약을체결해센터내의해

외망을 이용해 저렴한 비

용으로 연구목적에 사용

할수있도록했다. 그리고

1986년에 안문석 교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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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최초의슈퍼컴퓨터CRAY-2S. 현재KISTI 홍보관에전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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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대)에게경제적인관점에서국내슈퍼컴퓨터도입의타당성분석을의뢰한결과, 학계와연

구소및산업계에서공동활용할수있는슈퍼컴퓨터가필요하다는연구결과를도출했다. 이

런준비과정과함께1980년대중·후반의무역흑자기조에힘입어시스템공학센터는도입

예산2,600만달러를확보하게되었다.

‘CRAY-2S’기종은도입취지를십분발휘해산업계및연구소에서다방면으로활용되었

다. 기상청은종전에일기예보모델분석작업에30시간이상소요되던것을슈퍼컴퓨터를이

용해1시간이내에처리하게되었다. 그결과1989년9월태풍베라와1991년9월태풍미어

리얼의진로를정확히추적해적시에예보하는등일기예보의정확성을크게끌어올렸다. 또

한 산업용으로도 활발히 사용되어 한국석유개발공사는 대륙붕 석유 탐사 자료를 국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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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공학연구소의대덕연구단지이전을위해공사중인건물(현KISTI 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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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해연간150만달러의외화절감효과를거두었다. 이밖에도슈퍼컴퓨터를도입, 활용함

에따라원자력안전성분석, 상지도제작, 자동차설계, 신약개발, 항공기부품설계등그

동안선진국에서만가능했던과학기술분야의연구들을국내에서도수행할수있게되었으

며, 그결과수많은논문들이해외저널에발표되는등의성과를거두었다. 

328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현재우리나라가정보통신의강국으로세계선진국들과경쟁할수있는위치에올라서기까지에는시스템

공학연구소(SERI) 소장이셨던성기수박사님의공헌을간과할수없다. 당시성기수소장님은시스템공학연

구소의프로젝트관리전략으로“적자생존”의철학을실천하여연구프로젝트수행에있어많은권한과책

임을프로젝트팀장에게위임했다. 연구소는소장님의선구적인리더십에따라해마다쏟아지는많은프로

젝트를성공적으로수행했고, 오늘날우리나라정보통신기술발전에많은기여를하게된연구성과들이

속출하면서연구소의위상이높아졌다.

한국의과학기술발전을위해슈퍼컴퓨터도입을숙원사업으로여기셨던소장님은면 하게준비하여

정부를설득해마침내우리나라도슈퍼컴퓨터시대를개막하게되었다. 또한슈퍼컴퓨터를선정할때에도

소장님이직접개발한벤치마킹프로그램을사용하여성능을평가하곤했다. 한국최초의슈퍼컴퓨터1호

기(CRAY-2S 시스템)를도입하여김포공항에서연구소까지운반할때, 흔들림에금쪽같은부품이떨어질

세라특수제작된운반차량에싣고경찰사이드카의호위를받으면서시스템공학센터(현재홍릉KIST 본관)

전산실에도착했던광경이아직도생생하다.

이처럼국빈대우를받은슈퍼컴퓨터1호기는본격적인가동에들어가국내대학, 국공립연구소, 기업체

등에공개되면서슈퍼컴퓨터를필요로했던연구자들의갈증을해소시켜주었다. 슈퍼컴퓨터는PC 또는

범용컴퓨터에서해결할수없었던대용량및다양한분야의연구과제들을수행하는데활용되면서국내과

학기술발전에상당한공헌을했다.

슈퍼컴퓨터의임차기간5년이경과하기전에이미용량한계를초과하게되었고, 이후계속2호기, 3호

기의도입필요성이대두될때마다예산확보에많은어려움을겪었다. 그러나현재슈퍼컴퓨터가기초과학

분야는물론첨단산업응용분야기술개발에이르기까지활용범위를확대해국내과학기술및산업기술발

전에일익을담당하고있음을볼때, 국내최초의슈퍼컴퓨터시대를개막한슈퍼컴퓨팅센터의일원으로참

여했다는사실에자긍심을느낀다.

현재의모든성과는지난20여년동안많은연구원들이열정을갖고열심히연구에임해성취한결과이

다. 만일슈퍼컴퓨터1호기도입때세간의반대에 렸더라면, 또한정부의지원이없었더라면오늘과같은

과학기술경쟁력을갖출수있었을까생각해본다. 

이 춘 희 (시스템공학연구소 소프트웨어공학연구부 실장, 재직기간:1968.1~1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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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Y-2S’기종을 도입한 시스템공학센터는 슈퍼컴퓨터 이용환경 조성에 중점을 둔 결과,

지속적으로 사용자가 증가해 5년 후에는 슈퍼컴퓨터 용량이 포화 상태에 도달하게 되어

1993년에새로운슈퍼컴퓨터2호기를도입하기에이른다. 한편KA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

는 1989년 6월에 KIST 부설시스템공학센터로소속이변경되었으며, 1990년 1월에는KIST

부설시스템공학연구소로명칭을변경했다. 그리고1990년 5월시스템공학연구소가대덕연

구단지로이전함에따라CRAY-2S도현KISTI 본원건물로이전했다.

②연구전산망구축사업개시

슈퍼컴퓨팅센터가국가컴퓨팅자원공동활용센터로서입지를다지고선도적인역할을수행

할수있었던것은정보통신망의기반구축및운 활동이있었기때문에가능했다. 197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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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서울올림픽GIONS 시스템운 성공자축회(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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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KISTNet을시작으로 1980년대에 SERINet, 그리고 1988년이후슈퍼컴퓨터시대를맞

이해서는초고속연구망인KREONet/HPCNet을중심으로전국적인네트워크활용기반이구

축됨으로써정보서비스에적극기여하게되었다.  

1988년 1월 시스템공학센터는‘연구전산망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교육연구전산망

(KREONet) 사업을맡아추진했다. ‘연구전산망구축사업’은1980년대정부가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등을목표로‘국가 5대기간전산망구축프로젝트’를추진하면서시작되었다. 당

시 국가 5대 기간전산망 구축에는 정부행정전산망, 금융전산망, 교육연구전산망, 국방전산

망, 보안전산망이포함되어있었는데, 이사업은단순한망구축을넘어국산주전산기및서

비스의개발까지포함한종합적프로젝트 다. 이러한 5개분야의전산망구축사업중에서

SERI가교육연구망구축사업을담당하게된것은1970년대초반부터데이터통신및컴퓨터

네트워크분야의서비스를선도해오면서많은기술과경험을축적했기때문이었다. 

이어 1988년 9월에는‘88 서울올림픽’네트워크를구축·운 했으며, 이후’93 대전엑

스포등국가차원에서수행한주요프로젝트에대한전산시스템운 및통신망관련대형

과제를지원했다. 그리고이즈음인1988년12월에는국가기간전산망중앙전산기로서국내

최초 슈퍼컴퓨터 1호기 CRAY-2S가 가동되었으며, 이후에 CYBER 170-835와 IBM 3083-

JX3, AS/XL V50 등과함께600여대의일반용터미널과100여대의교육용터미널을연결하

게되었다. 

이과정을거쳐국가연구전산망(KREONET)이정식으로개통되고전국의연구자들을네트

워킹상에서하나로연결하는시대가열리게되었다. 1989년 1월에초고속연구전산망의지

역망센터를 10개(서울·대전·부산·광주·대구·인천·청주·수원·전주·창원) 지역에

구축·운 했다. 이어 1990년에는서울~대전간T1(1.544Mbps) 라인을개설했으며,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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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주를포함해여섯개지역에56K~768Kbps 전송로를구축했다. 

연구전산망구축에있어빼놓을수없는일은1990년에국내과학기술및연구개발정보의

DB 구축을위해과학기술처가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을시작하면서 SERI가 사업책임자로

지정된것이었다. 이를계기로 SERI는‘전산망’, ‘슈퍼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3대사업

으로정하고연구전산망구축사업을발전시키는확고한발판을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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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찬 성 (시스템공학연구소 슈퍼컴퓨팅센터장, 재직기간:1978.4~1998.6) 

나는우리나라최초의모뎀회사에다니던중성기수박사의제안으로1978년부터시스템공학연구소에서

근무하게되었다. 나는데이터통신실을맡아관리했다. 모뎀을계속업그레이드시키고전국에연결하면서

통신실을발전시켜나갔다. 처음엔경제기획원의데이터통신만관리하다가내가근무하게되면서점점범

위를넓혀정부부처는물론청와대와안기부등까지컨설팅을했다. 당시엔KIST 말고는모뎀에대해아는

곳이없었기때문에모든네트워크는우리한테문의가들어왔고, 설계부터모두우리가해줬다. 그러면서

데이터통신을우리가전부리드했으니1세대인셈이다.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 대전엑스포등국제행사때마다모뎀, 선로, 기계까지우리가모두자문

을해주었다. 데이터통신에대한이해가부족하던시절이었기에에피소드도많았다. 특히출입국관리프로

그램을경찰서안에설치해야했는데, 인식이없어서안기부를통해우리의업무를설명하고나서야작업을

할정도 다. 

당시우리는엑셀차를타고전국을누볐는데, 청와대의특별지시로당시로선매우드물게카폰에삐삐

까지장착하고다녔다. 차안에는모뎀장비로가득했는데, 007가방을열면선로를잡기위한계측기와공

구들이가득들어있어검문소에서검색을하면매우수상하게여기기도했다. 나중에는교통순경들이우리

차를알아보고무조건통과하도록해주었으며, 청와대의일도많이했기때문에우리차는못들어가는곳

이없었다. 

대전엑스포때에는터미널을국산화해확장했는데, 시험기간이굉장히많이걸렸던만큼기업들이테

스트하는기간을줄일수있었다. 그덕에기업들은PC를많이판매할수있었고우리나라에486컴퓨터를

보급, 확산하는계기가되었다. 대전엑스포이후에는데이터통신시장이크게확대되었고, 데이콤및KT 등

에서이일을주도했다. 이전에우리가주도하던사업이이제거의민간에서추진하게된것이다. 이런과정

들을거쳐시스템공학연구소는전국적인터미널네트워크를구축하고장비를국산화하면서외화절감은물

론정보화사회를앞당기는기반을마련하는데상당한기여를했다고자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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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I는 3대사업을근간으로사업을추진하면서1991년까지서울과대덕을중심으로시범

연구망을 성공적으로 구축했다. 그리고 1991년부터 제2단계로 연구전산망 확장 및 서비스

강화에주력했다. 1993년에는SERI의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단을모체로KORDIC이발족되

어데이터베이스구축사업을전담하게되는데, KORDIC은SERI의슈퍼컴퓨터와협력체제를

구축해과학기술정보DB를한층원활하게제공하게됨은물론연구전산망구축도더욱활성

화되는단계에돌입했다. 한편연구전산망은1991년 6월국내최초로미국샌디에이고슈퍼

컴퓨터센터(SDSC)의 NSFNET/CERFnet과 56Kbps 속도로전용링크를개설하면서국가간

국제게이트웨이를통해국제학술망과연동되기시작했다. 이를시작으로 1993년 8월유럽

의EuroPaNet(ULCC)와64Kbps 속도의전용선을개설하고, 1994년6월일본 IMNET(KDD)와

56Kbps의국제전용링크를개통해 로벌네트워크시대에동참했다.

이와함께 1994년에울산·강릉·제주등 3개지역망센터를증설하는한편기존의 13개

지역망센터를 128Kbps에서 T1(1.544Mbps)으로 고속화했으며, 미국과 유럽 등 해외망도

526Kbps로 업그레이드되었다. 이런환경에힘입어우리나라는 1990년대중·후반부터인

터넷강국은물론첨단국가과학기술망강국으로도약하는중요한발판을마련했다. 

슈퍼컴퓨터2호기‘CRAY-YMP C916/512’의도입

1988년12월세간의이목을집중시키면서가동에들어갔던1호기슈퍼컴퓨터인‘CRAY-2S’

는사용기관의증가에따른업무량의지속적인증가로용량이포화상태에이른다. 이에최고

의성능을지닌최신기종으로대체할필요성이제기되어1993년 11월슈퍼컴퓨터2호기인

‘CRAY-YMP C916/512’기종을도입한다.

CRAY-YMP C90 시스템은 CPU 16, 최고 성능 16GFlops, 메모리 512MW SSD(64bit/w,

332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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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GB SSD), 디스크용량203GB를보유해당시최신의슈퍼컴퓨터시스템으로불렸다. 국내

도입당시미국9대, 국 1대등세계에서총10대가설치, 운 되고있을정도로최신기종

이었다.

CRAY-YMP C90 시스템도입을기해슈퍼컴퓨터2단계운 사업(1994~1998년)이개시되

었다. 슈퍼컴퓨터1단계운 사업(1988년~1993년)이슈퍼컴퓨터이용환경조성과활성화를

목표로전개된반면, 2단계운 사업은슈퍼컴퓨터의관련기술연구와슈퍼컴퓨터활용을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333

●슈퍼컴퓨터운 2단계시대를연슈퍼컴퓨터2호기CRAY-YMP 

 kisti 제3부-02(3차수정완료)     2012.1.27 9:40 PM  페이지333   TG  2540DPI 150LPI



20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진국수준으로향상시키는것에중점을두었다. 이에따라전산자원을필요로하는모든기

관을대상기관으로1993년12월부터1994년2월까지처음3개월동안무료로개방했다.  그

리고슈퍼컴퓨터활용의극대화를위해분야별사용자들을대상으로응용소프트웨어수요

를분석해응용소프트웨어를선정, 도입했다. 또한응용소프트웨어사용자를지원하는상담

체제를전문화하는한편온라인상담체제도구축했다. 이와함께슈퍼컴퓨터사용을위한응

용소프트웨어및사용자유형별 교육과정을개설해실시했으며, ‘슈퍼컴퓨터사용자그룹’

을결성해슈퍼컴퓨터이용기술및성과에대한정보를교류하는장으로발전시켜나갔다. 

슈퍼컴퓨팅파워확장MPP ‘CRAY T3E’의도입

슈퍼컴퓨터2호기가정상적으로가동되면서국내65개기관 1,000여대의컴퓨터이용자가

연구전산망과연계해미국·유럽·일본등해외연구망을통해최신과학기술정보를보다쉽

게 접근해 활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슈퍼컴퓨터 이용이 급격히 증가해 가동 1년여 만인

1995년2월기준이용률이85% 수준에이르 다. 

1997년에는성능향상의필요성이대두되어그해5월병렬컴퓨터인‘CRAY T3E’시스템

의 설치를 완료하고 11월에 가동식을 가졌다. ‘CRAY T3E’는 프로세서가 128개, 성능이

115GFlops, 주기억용량이 16GB이었고, 하드디스크용량이 240GB인대규모병렬처리시

스템이었다. 병렬형을도입한것은1994년기준세계TOP 500 슈퍼컴퓨터중에서60%가병

렬컴퓨터(MPP : Massively Parallel Processing)를사용하고있을뿐아니라비율이점차증가

추세에있었고활용분야또한다양하기때문이었다.   

이후 SERI는 1997년후반슈퍼컴퓨터 2단계사업이종료되는시점에대비해슈퍼컴퓨터

3호기의도입을추진했으나, IMF체제의시작과기관의이관문제가발생하면서3호기도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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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었다. 이런이유로슈퍼컴퓨터2호기를연장해가동했지만이용률이90%를상회하는

등만성적인적체상태로접어들면서슈퍼컴퓨터의수요와공급에심각한불균형을초래했다. 

한편 2000년 6월에는 서울-대전 간 국내 백본을 155Mbps, 그 외 14개 지역망센터는

10~45Mbps로 네트워크 인프라를 강화했으며, 해외 백본 MCINET(미국)과도 16Mbps로 연

동하는등해외망을확장하여국내최고의공동활용인프라를구축, 운 했다.

SMP(Symmetric Multi-Processor) 시스템의도입

슈퍼컴퓨터2호기의용량이포화상태에이르자2000년들어Compaq사의대칭형다중프로

세서(SMP; Symmetric Multi-Processor) 시스템의도입이추진된다. 그동안슈퍼컴퓨터는5년

의도입주기를적용해왔다. 그런데슈퍼컴퓨터가워낙고가의장비인만큼국가재원운용의

경제성을도모하기위해도입주기를2~3년간격으로분산투자하는방식으로전환되었다.

이처럼초대형시스템의도입전략을단계적확충방식으로전환한가운데2000년1월Compaq

사의대칭형다중프로세서시스템인GS320, HPC160/320을선정했고, 5월에HPC160/320

을설치해7월부터서비스를시작했다. 그리고 7월에GS160을설치하고9월에GS320으로

업그레이드하여12월중순부터서비스를제공했다.   

GS320은CPU 32, 주기억메모리34GB, 이론성능이46.8 GFlops의SMP 시스템이었고,

HPC320은CPU 32, 주기억메모리32GB, 이론성능이42.7 GFlops의8노드SMP Cluster 시

스템이었다. 또한HPC160은CPU 16, 4노드SMP Cluster로서주기억메모리가16GB, 이론

성능이21.36 GFlops이었다. 그리고이SMP 시스템은ES40(CPU4, 주기억메모리8GB, 4.4

GFlops)을프런트엔드시스템으로사용했다.  

이와함께미국SGI사로부터방대한용량의슈퍼컴퓨팅계산결과를가시화해효과적으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335

 kisti 제3부-02(3차수정완료)     2012.1.27 9:40 PM  페이지335   TG  2540DPI 150LPI



22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해석할 수 있는 SGI Onyx3400

Infinity Reality3 시스템을도입해

세계수준의슈퍼컴퓨팅응용연

구기반환경을제공했다.  

한편 1999년 들어 슈퍼컴퓨

팅의 사업방식에 대한 새로운

전환이시도되었다. 슈퍼컴퓨팅

수요 확대에 공헌한 자원배분

중심의기존사업방식에서벗어

나 사업 효율을 고려한 능동적

사업방식으로 전환해 슈퍼컴퓨

팅 자원을 제공하는 단순 공급

자에서자원을배분하는조정자

로서 정책을 전환해 나갔다. 이

러한전략의일환으로핵심연구

과제에 대한 슈퍼컴퓨팅 자원

및 전문 기술의 집중 지원을 실

시하기 위해 2000년 1월부터

‘전략적자원할당제도시행계

획’을실행해나갔다. 

이와 같이 자원의 능동적 배

336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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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을시행해나간결과, SCI 등재를포함한다수의논문발표와새로운이론을정립하는성과

를거두었다. 이처럼슈퍼컴퓨팅응용관련연구의관심도가증진됨은물론해당연구자의기

술교류를활성화하고, 슈퍼컴퓨팅및거대과제에대한발굴을통해신기술과신학문을개척

하는계기가되었다. 

이상서술한것처럼1967년발족한KIST 전자계산실에기원을두고있는슈퍼컴퓨팅센터

는1970년대정보산업의황무지 던시대에출발해40여년간교육·행정·의료·국방·건

설·과학기술응용및시스템소프트웨어, 정보인프라, 네트워크인프라구축등과학기술

및사회전분야에걸쳐상당한업적을남기면서우리나라정보산업발전에커다란기여를했

다. 또한슈퍼컴퓨팅센터는국내에서유일하게산·학·연및정부기관에슈퍼컴퓨팅파워

와활용기술을지원함으로써기초과학및산업기술의발전에큰기여를해왔으며, 일부분야

에서세계적인수준의연구를수행했다. 슈퍼컴퓨팅센터는2000년대에KISTI 시절로접어들

면서위상과역량을한층더강화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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