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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1월 1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통합기관으로새롭게출범함으로써새로운역사가시작되었다. 산업기술

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의 통합은 단순히 물리적인 통합이 아니었다. 산자부 산하의 KINITI와 과기부

산하의 KORDIC이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었던 과학·기술·산업 정보제공 서비스가 통합된다는 의미이자 2000

년대지식정보화사회의 과학기술정보유통을총괄해조정, 수행하는정부차원의‘중앙정보센터’가탄생한것이었다. 

융합&비상
제4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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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부융합& 비상
(2001~2012)

1. 과학기술정보중추기관, KISTI의출범

1) 통합기관으로새출발하다

통합의주요경과

2001년 1월 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이 통합기관으로 새롭게 출범해 대장정에 나선다. 2000년 2월 공공기술연

구회 이사회에서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발정보센터(KORDIC)를 통합하기로 결정

함에 따라 두 기관의 통합 출범이 이루어진 것이다. KISTI는‘정부출연기관 등의 설립·운

및육성에관한법률(제5733호)’에근거하여통합기관으로서새로운역할과기능을부여받아

2000년대국가과학기술정보의중추기관으로서의미심장한첫걸음을내디뎠다.

출범당시정관에서밝힌KISTI의임무는다음과같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정관

제2조(목적) 

국가 과학·기술정보분야의 전문연구기관으로서 과학·기술 및 이와 관련한 산업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수집·분석·관리하고,  정보의관리및유통에관한기술·정책·표준화등을전문적

조사·연구하며, 연구개발인프라를체계적으로구축·운 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및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한다.

KISTI로 통합되기 전에 과학·기술·산업 정보제공 서비스는 산자부 산하의 KINITI와 과기

부 산하의 KORDIC에서 각각 독립적으로 수행해오고 있었다. 이처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

무를 두 기관에서 수행해왔던 탓에 기능중복의 문제가 제기되어 결국 기관 통합이 단행된 것

이었다. 두기관의통합은구조조정차원에서이루어진출연연구기관간기능통합이상의의

미가 있었다. 무엇보다 2000년대 지식정보화 사회에 대비해 국가 차원에서 과학기술정보 유

통을총괄해조정, 수행하는‘중앙정보센터’의필요성이대두되었던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지식정보인프라 구축의 미비로 기관 간의 정보시스템 연계가 부족했

다. 또한연구개발활동으로생성된데이터가정보로전환되지못한채사장되기도했다.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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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역사적인출범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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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거나 유사한 연구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동일한 연구에 국가예산이 이중으로 투입되는 비

효율도 초래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별·산업별·지역별로 추

진해오던 분산적이고 독점적인 정보자원 관리체제를 과학기술통합정보관리체제로 시급히

전환해야했다. 

이런 당위성에 따라 통합이 결정되었지만 그 과정에는 적잖은 진통이 뒤따랐다. 무엇보

다 두 기관의 사업환경과 문화적 차이로 인해 통합기관의 출범이 늦어져 KISTI는 2001년 2월

에 개원했다. 그 때문에사업계획의수립이지연되었고, 구성원간의내부적인통합이이루어

지지못한탓에기관의정상적인운 을위해서는많은난제들을넘어서야했다. 

통합기관의난제를해결하다

통합기관인KISTI호의선장을맡은조 화원장은새로운도약을위한체제정비에본격착수

했다. 우선통합이전에두기관이수행해오던기본적인기능을분석하고기관의정체성을새

로 수립하기 위한 사업 기반을 정비했다. 이의 일환으로‘정보자원의 수집·구축·유통’업

무의 중복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가 이루어졌다. 지역정보화 사업을 중단하는 등 통합기관의

임무와기능에맞도록업무구조조정이단행되었다. 

업무의구조조정과함께조직개편도추진되었다. 통합이전에7부1센터4지역본부12지원8

과의거대조직은유사조직이통폐합되면서1분원4부3센터3지원6과로대폭슬림화되었다. 특

히전국에산재해있던12개지원을대폭정리해부산, 대구, 광주의권역별3개지원으로축소하여

30% 정도의조직경량화를이루었다. 2001년한해동안추진된사업재조정과정에서잉여인력의

재배치와직원60여명의퇴직이이루어져인력및사업구조조정은성공리에완수되었다. 

조직슬림화및사업구조조정과함께모든연구과제에대해PBS(Project Base System) 제

도를 적용해 연구수행의 자율과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사업에 대한 동기부여를 했다. 이와 더

불어 과감한 포상제도 및 국내외 연수교육 등을 시행해 통합기관을 조기에 안정화하기 위한

사기앙양 정책도 펼쳤다. 엄격한 평가시스템을 적용해 인센티브 적용을 확대했으며, 기관의

운 목표와경 목표수립과정에직원의의견을폭넓게수렴해소속감을높여나갔다.

이뿐 아니라 임금격차의 해소, 직종 직급의 분류, 본부 이전 등 기관통합 당시에 가장 우

려했던 문제점들을 노사화합을 통해 원만히 해결해 상호 신뢰의 노사문화를 다져나갔다. 재

정구조의 안정화 역시 초창기의 기관 운 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과제의 하나 다. KIST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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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인참여를유도한강도높은인력구조조정을실시해인건비절감의기틀을마련했다.

한편 공공기술연구회 출범 이후 최초의 기관 대 기관 통합으로 탄생한 KISTI는 본원(대

전)과 분원(서울)을 지역 특성에 맞게 기술실용화센터와 지식인프라센터로 특화 및 연계하는

활용체제를 구축했다. 본원과 분원의 분리 운 은 당시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과 연계해 계획

된 것인데, 이는 결과적으로 훗날 행정수도 이전과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서KISTI가제외되는계기가된다. 

KISTI 주사무소대전이전(200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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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전및경 계획의수립으로기관의이정표를세우다

2001년에출범한KISTI는 10년이내에경쟁력을갖춘세계5위권의과학기술정보기관으로발

돋움한다는목표로‘Vision 2010’을수립, 추진했다. 당시비전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의

선도연구개발 및 서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의 가치를 추구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의 중심기관

으로도약”으로정했으며, 이를달성하기위한발전목표및중점추진전략도제시되었다.

KISTI는 2010년의 달성목표를“미래 과학기술 연구개발의 핵심기반인 국가 e-R&D 연구

지원체제 확립”으로 정하고 이를 위한 과제로 △국가 과학기술 웹정보 종합연계서비스 및

Grid 체제의 확립, △과학기술 지식정보(DB)·고성능 컴퓨터·초고속 네트워크의 융합서비

스로 정해 추진했다. 이러한 비전과 발전목표는 세부적인 실행계획을 거쳐 출범 초창기에 기

관의 역량을 결집해 나가도록 하는 이정표가 되었으며, 2004년에 조 화 원장 재선임을 기해

재정비된다.

344 Evolution ❹ 융합과 비상

정보수집및DB구축

정보서비스

슈퍼컴운 및지원

국내초고속연구망운 ·지원및

해외망연동

정보유통기술연구

정보연계시스템개발

첨단멀티미디어DB구축

통합추진위원회가정의한새로운통합기관의기능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구축 슈퍼컴퓨터운

연구전산망운 정보유통시스템연구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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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상호신뢰의구축과통합노조의출범

통합기관의 출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구성원 간의 이질감 해소 및 노사 간의 신뢰 형

성이었다. 이를 원만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통합기관장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중요했다. 조

화 원장은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해 노사상생의 문화를 다지면서 기관의 발전기반을 마련했

다. 재무상태를 실사한 후에 고통분담 차원에서 재원을 공동 활용하고, 이에 따른 단계적인

인력및사업구조조정을성공적으로추진해노조의공감을얻었다.

통합직후인2001년에는복수노조문제를비롯해임금격차, 직종및직급분류차이, 퇴직

적립금 충당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었다. 무엇보다 통합기관이 동질성을

확보해 경 혁신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는 복수노조문제에 대한 해결이 시급했다. 이에

2002년 9월 두 기관의 노조간부들이‘KISTI 대전·서울 노조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머리

를 맞대고 본격적인 통합 논의를 시작했다. 이어 2003년 4월 노조통합안을 확정하고 조합원

투표를 거쳐 마침내 그해 9월 KISTI 통합노조가 출범했다. 제1기 통합노조의 출범은 두 기관

의 통합이 물리적인 결합을 넘어 구성원 간의 화학적 결합을 이루는 계기를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각종 현안과 경 혁신 과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컸다.   

기관평가1위달성

통합기관으로 출범한 KISTI는 초창기 3년 동안 사업기반을 재정비하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

진력했다. 각종 제도와 운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 운 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적

품질관리(ISO 9001)의 인증 획득과 그에 입각한 사업관리, 선순환적인 구조조정 추진에 의한

신규인력의충원과재배치, 재정건전성의충실화등을이루면서기관운 의안정성과발전성

을확보할수있었다. 그리고기관의고유업무와국가적인역할을수행하기위해자원을효율

적으로 배분, 관리하고, 이를 감독하는 평가 및 관리체계를 개선해 나갔다. 기반 재정비의 노

력과 함께 KISTI는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중점 추진과제를 재정립해 추진하면서

새로운도약의기반을다졌다.

KISTI는 통합기관의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기관평가에도 전략적으로 대비해 기관의 위

상을 높이는 기회로 활용했다. 1999년부터 공공기술연구회 체제로 출연연구기관의 운 체제

가 바뀌면서 기관평가제도가 도입, 시행되면서 기관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었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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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KISTI는 2000~2001년에 통합 추진과정에 이은 통합기관 출범의 초창기 던 탓에 업무 및

기능이제대로정립되지못해기관평가결과가저조할수밖에없었다.

이에KISTI는 2001년부터전구성원을대상으로기관평가교육을실시하고한국표준과학

연구원 등 평가우수기관을 벤치마킹하면서 기관평가에 대비했다. 정책과 표준 및 평가업무

를 전담하는 부서인 지식정보인프라연구부를 신설해 기관평가에 대비했다. 또한 2001년 7월

기관평가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관의 특성을 고려한 목표관리체제(KMBO)를 적용해 사업

성과를 점검하는 등 자체적인 경 진단을 실시하면서 철저히 준비했다. 이런 준비와 노력의

결과, KISTI는 2003년 4월 기관통합 2년 만에 공공기술연구회 기관평가 1위를 차지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의지식정보인프라구축기관의위상을다지게되었다. 

최우수기관국무총리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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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술연구회기관평가가시작된후우리연구원은연속꼴찌의늪에서벗어나지못하고있었다. 그래서2002년도기관평가1위

를목표로준비에매진했다. 우리는휴일을포기하며준비했다. 그런데엎친데덮친격으로‘KISTI 경 진단’까지받게되었다. KISTI

의구조적인문제점을정 하게파악해객관적인개선방안을제시하겠다는공공기술연구회의강력한의지 다. KISTI 경 진단사

업은사업수행의객관성과전문성확보를위해별도의경 진단위원회를구성하여위원장과분과장을중심으로사업을추진하고,

KISTI와연구회가공동간사역할을수행하기로했다. 우리는경 진단을잘받아야기관평가도잘받을수있을것이라는판단으로

경 진단과기관평가를똑같은비중을두고대응했다. 2001년7월, 우리는기관평가관리위원회를만들었다. 끊임없는모니터링으

로세부사항을주별로평가하는것은물론, 기관의특성을고려해고안된목표관리체제(KMBO)를적용해사업성과의점검과철저

한관리를시작했다. 2002년말경 진단결과, ‘KISTI는강력한경 혁신을통해안정적인연구분위기를이루어냈고, 이를위해임

직원모두가노력하고있다’는매우긍정적인평가를받았다. 이를통해우리는기관평가역시멋지게해낼수있다는자신감을갖게

되었다.

혼신의노력을기울인결과, 마침내2003년4월기관통합2년만에KISTI는과학기술분야지식정보인프라구축기관으로자리를

굳히며공공기술연구회기관평가1위에당당히올라섰다. KISTI는국가과학기술발전의터전을만드는필수적연구기관임을과학기

술계전체에공표한것이었다. 2003년의봄, 기관평가1위달성은전KISTI 인들이주인공인역전의드라마 다.  

그리고재직기간중기억에남는일은시스템공학연구소(SERI) 시절에컴퓨터의대중화를위해1980년대초반에PC경진대회를

개최한것이었다. 컴퓨터를무슨기준으로시험을치러경쟁시킬것인지에대해부정적인의견도많았다. 그러나청와대와과기처

등을설득해국가적인공식행사로개최하게되었다. 국내에서처음개최되는행사인만큼이일을담당한우리팀원들은불철주야

로동분서주했다. 첫행사를기획하고준비한팀원들은과기처장관의표창을받았을뿐만아니라성기수소장과함께청와대오찬에

초대받는 광을누렸다. 이밖에1991년에정부가지원한총예산대비사업효과를분석한「SERI 24년비용분석」이라는책자발간

에연구책임자로참여했다. 이에따르면1967~1990년까지총비용은753억원인반면효과는2조8,390억원으로분석되어비용대

비34배의효과를거두었으며, 1,500여명에달하는인재를양성한것으로분석되었다. 과학기술분야종사자로서이처럼국가과학

기술발전에조금이나마기여했다는것에큰자부심을느낀다.

이 정 희(정책연구실장, 재직기간:1974.2~20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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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기관의정체성확립

조 화원장의재선임과발전전략수립

2003년 8월 조 화 원장은 제2대 KISTI 원장으로 재선임되었다. 이에 조 화 원장은 출범 2기

(2004~2006년)를 맞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한다. 제1기

(2001~2003년)에는 기관통합 이후 성공적으로 사업기반 정비작업을 완료해 연구사업의 안정

적인성장과한차원높은서비스를제공하는기반을다졌다. 그리고미래연구환경에대비한

국가과학기술정보인프라를 혁신하는 노력도 지속적으로 전개해 기관이 한 단계 도약하는 발

판을마련할수있었다. 

이러한기반아래2004년에 정보인프라전문기관의위상을다지기위한‘중장기비전및

발전목표’를 새롭게 수립, 추진했다. 이 계획은 지난 3년간의 기관평가 및 경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중점연구 분야 및 연구사업을 재정비하여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한다는 취지 아래

마련되었다. KISTI는비전을“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의선도연구개발및수요자중심의서

비스 혁신을 통해 고객의 가치창조를 실현”으로 재정립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주요 발전목

표 및 단계적 발전방향을 수립했다. 이러한 발전목표와 발전방향은 KISTI가 갈수록 고도화되

고있는지식정보사회를맞아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를선도해나가는좌표가되었다. 

2004년에수립한2010년주요발전목표

21세기고도지식정보시대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중심기관으로도약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의종합포털및동북아허브기능구현

◇세계5위수준의슈퍼컴퓨팅인프라구축및국가e-Science 체제확립

◇과학기술정보, 고성능컴퓨터및초고속네트워크의융합서비스실현

◇산·학·연각급정보이용자50만명확보및고객만족지수80점이상달성

기관통합및기반재정비

통합형지식정보인프라

80 : 20

지식정보인프라전문기관

정보유통/슈퍼컴, 서비스

연구사업의안정적추진기반확보, 도약준비

허브형지식정보인프라

70 : 30

국가대표지식정보인프라기관

MdR, GRID

차세대·혁신형연구사업발굴, 추진

혁신형지식정보인프라

60 : 40

로벌지식·기술중심기관

Semantic 웹, e-Science

목표

특징

서비스 : R&D

기관위상

키워드

도약기(2004~2006년) 중흥기(2007~2010년)정비기(2001~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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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원장에이어재선임된조 화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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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적으로볼때, 조 화원장재임시절인2006년까지KISTI의연구사업추진방향은인프라

구축을 중심으로 한 외형 확대에 집중되었다. 2002년 국가 Grid사업을 비롯해 2005년에 국제

GLORIAD사업, e-Science사업, 과학기술전자도서관(NDSL) 통합,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

템(NTIS) 사업에 이르기까지 KISTI는 연구사업의 외형 및 규모 확대와 인프라 구축 중심의 사

업을전개했는데, 이는2007년이후이용자중심의질적고도화를추진하는밑바탕이된다.  

출연연최초의BI, ‘yesKISTI’의탄생

KISTI는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기관 통합으로 인한 여러 난관을 2003년까지 정비할 수 있었

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시대적인 요구에 부응해 질적인 혁신을 추진하여 기관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고객 중심의 조직으로 탈바꿈을 시도한다. 이의 일환으로 KISTI는 2004년 11월 29

일출연연구기관최초로‘yesKISTI’라는통합서비스브랜드(BI)를제정, 선포식을개최했다.  

‘yesKISTI’는‘Yes(예)’라는 긍정적인 의미와 더불어‘Young, Efficient, Systematic’의 약

자로 젊고, 효율적이며, 체계적인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이와

함께‘과학기술산업정보는 어디에서?’라는 물음에 누구나‘YesKISTI’라고 대답할 수 있는

출연연최초의BI ‘Yes KISTI’선포식

350 Evolution ❹ 융합과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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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환경을만들겠다는전구성원의의지를집약해표현했다.

KISTI는 BI 선포식을 계기로 통합 정보검색 홈페이지(http://www.yeskisti.net)를 새단장

해 다양한 첨단 과학기술정보를 원스톱으로 서비스해 나갔다. 이 사이트는 그동안 개별적으

로 제공되어오던 KISTI 내 사이트를 통합해 분석, 동향, 문헌, 특허, 인력, 연구보고서 등 과학

및 산업기술에 관한 약 4,600만 건의 광범위한 정보를 서비스하는 국내 최대 과학기술정보 포

털사이트로 거듭났다. 한편 KISTI는 고객 중심의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거듭난다는 목표 아래

출연연구기관최초로마케팅전담부서인정책마케팅부를신설, 운 하기도했다.

도약을준비하는새로운기관으로거듭나다

통합이후KISTI는 2001년에비핵심사업의아웃소싱등인력구조조정을추진한결과, 인력은

2001년 말에 247명으로 감소했다. 2002년부터 KISTI는 전략 및 중점분야를 집중 육성하기 위

해 우수인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왔다. 그 결과, 2005년에는 총 349명(연구직 260명, 기술직

14명, 행정직 26명, 기능직 21명, 전일제 위촉 28명) 규모로 인력이 증가했다. 특히 연구직 260

명은 박사급 77명, 석사급 167명, 학사 이하 16명 등으로 구성되어 인력구조의 고급화와 직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351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사업착수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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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질향상을 꾀하 다. 이와 함께 기본사업비와 정부수탁사업비도 해를 거듭하면서 큰 폭

으로증가해KISTI는사업의외형및인력구조면에서발전의토대를다졌다. 

그리고연구사업의경우, ‘선택과집중’을통해사업추진의효율성을제고해나갔다. 2005

년에 6개 대과제로 추진되었던 기관고유사업이 2006년에 3개로 대형화되었다. 이와 함께 슈퍼

컴퓨팅센터, 지식정보센터, 정보분석센터, 성과확산센터를 통해 기관의 고유기능을 안정적으

로 수행하도록 했고, 정책연구실을 독립부서로 전환해 미래발전전략 수립업무를 전담하도록

했다.

또한 기관의 핵심사업을 전문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사업단’조직으로 전면 재편했

다. 국가 연구개발사업인‘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ystem: NTIS)사업’과‘국가 e-Science 사업’, 그리고 2004년 8월에 국가과학기술

위원회의 결정으로 KAIST로부터 이관 받은‘국가과학기술전자도서관(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NDSL)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NTIS사업단, e-Science사업단,

NDSL사업단을 신설하여 전문연구사업단 체제로 전환함으로써‘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 구

축중추기관’의토대를다졌다.    

<표4-1> 연구직의연령별인력구조(2005년말기준)

(단위 : 명)

30세미만 30~39세 40~49세 50세이상 합계

박사

석사

학사이하

30

2
32

2

34

105

141

10

32

22

64

4

9
23

16

77

167

26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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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화 원장은 KORDIC 3대 소장(1999~2000년)에 이어, 통합주체기관인 KINITI의 원장

(2000년)을거쳐통합기관인KISTI의 1대·2대(2001~2006년) 원장을역임해우리연구원과인연이매

우깊다. 성균관대통계학과를졸업하고KIST 전산개발센터연구원을시작으로KIST 시스템공학센터

(SERI) 제5그룹실장을거쳤으며, 충북대에서전자계산학박사를취득했다. 그는해외과학기술정보DB

구축, 연속간행물도서관업무전산화시스템, 정보검색을위한효율적인저장시스템등20년간연구현

장에서시스템을개발했으며, 1999년 5월정부출연연구기관기관장중에서최연소로 KORDIC의소

장이되었다. 

2001년 KISTI의 초대원장에취임한후에는탁월한리더십과친화력을발휘하여통합기관의이질

적인 조직문화를 통합, 기관의 시너지를 제고하는 데 앞장섰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새롭게 탄생한

KISTI가 지식정보인프라를 구축한다는 중추기관으로서의 미래 비전을 수립하고 기관의 정체성을 새

롭게확립하는데큰기여를했다. 조 화원장은재선임되어 2006년 8월까지연구원을이끌었는데,

이기간동안KISTI는통합의기반을정비하고역할을재정립하면서발전하는토대를마련했다. 21세

기들어정보환경이급격히변화하는시대속에서정보유통, 정보분석, 슈퍼컴퓨팅등3개사업분야의

시스템및인프라구축을위해불도저같은추진력을발휘했는데, 이는이후에KISTI가이용자중심의

가치창출서비스기관으로한단계발전하는중요한밑거름이되었다. 조 화원장은퇴임후한국과학

기술기획평가원장을역임했으며, 현재성균관대석좌교수로재직중이다.

조 화원장

(2000. 8 ~ 2006. 8)

역대
기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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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품질과학기술정보의원스톱제공을위한정보자원의개발및유통

1) 정보유통체제의정비

정보유통체제의통합및재정비

21세기에 진입하면서 과학기술정보는 한층 전문화 및 세분화되는 추세에서 정보생산량 역시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그리고 IT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PC의 성능향상 및 인터넷의

활용도가 급속히 높아지면서 정보의 수집 및 관리 방식에서도 적잖은 변화를 겪게 되었다. 이

런환경을맞아국가차원의종합적인정보관리와체계적인정보유통체제의구축필요성이대

두되었다. 이에 KISTI는 과학기술 정보유통 기반구축을 목적으로 축적된 역량을 정비하고, 국

내외핵심정보의공유및연계체제를구축하면서정보유통의중추적인역할을담당해나갔다. 

통합기관으로 첫 출범한 2001년에는 정보유통 분야의 사업체계를 통합, 재정비해 이용

자 중심의 자료수집과 DB 구축 및 서비스를 수행했다. 그리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유

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기관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해 나갔다. 이러한 기반 아래 2003년부

터 고객지향의 정보서비스 체제를 강화해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차별적으로 서비스하는 맞

춤 정보서비스를 적극 확대했다. 맞춤 정보서비스 이용자는 전년 대비 33% 증가한 44,000명

을돌파했고, 서비스주제등록은전년에비해36% 증가한약647,000건을기록했다. 

정보자원의 보유 및 개발도 대폭 확충되었다. KISTI는 57,000여 종의 과학기술 분야 학술

지 중에서 국내 활용도가 높은 2만 종의 핵심 저널을 선정해 2002년까지 45%에 해당하는

9,000종을 수집했다. 그리고 이 중에서 약 5,000종을 전자저널로 열람할 수 있도록 했고, 국내

외 협력기관과 연계해 이용자의 편리성을 고려한 원문서비스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2003년

에는 국가를 대표하는 정보기관으로서 전 세계 주요 정보자원에 대한 현황 분석을 바탕으로

정보자원개발 중장기전략을 수립했다. 이 계획은 2010년까지 국내외 주요 정보자원의 90%

이상을확보및제공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KISTI는 이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2003년에는 전 세계 핵심 과학기술 정보자료의

60% 수준인 12,012종을 수집,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해외 과학기술 학술정보 DB는 전

세계 저널의 74%에 해당하는 2천만 건을 구축했다. 이 밖에도 국내 과학기술 학술정보 DB,

국내외 특허 등 산업재산권 정보 DB, 국내 과학기술인력정보 DB구축 등을 지속적으로 확충

해국내최대의정보자원을구축, 서비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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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심포지움

한국그리드포럼코리아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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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이후에는 국가 과학기술 정보유통의 중심기관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국내외 과학

기술 정보자원의 확충 및 부존자원화 추진, △고품질의 메타데이터 개발로 정보자원의 가용

성 제고,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확대로 정보이용의 접근성 강화, △메타데이터 등록 및

국내 과학기술 문헌정보의 유통체제 구축, △전자정보화체제에 의한 국가 공용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 △과학기술정보 표준화 체제 확산, △메타데이터 정보관리체제 구축 및 표준화 구

축등을활발히추진해나갔다. 

정보시스템개발및운 으로정보서비스의질을제고하다

2001년에 KINITI와 KORDIC의 양 기관이 통합되어 KISTI로 발족함에 따라 그동안 각 기관에

서 운 하고 있던 전산장비의 통합도 추진되었다. 서울 청사에 설치되어 있던 전산장비를 대

전청사로이전하기위해2001년 8월 21일부터2주간에걸쳐HP-V2500 등전체의장비에대한

정보서비스를 중단하고 일시에 이전을 추진했다. 서울-대전 간 이동에는 각 전산장비의 공급

업체 전문가30여명이투입되었으며, 장비의안전을고려하여무진동차량이동원되었다. 이

러한장비이전과병행하여KISTI 대표홈페이지를개설하고, 정보서비스를통합하기위한개

발도 진행되었는데, 완전한 통합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약 3년간에 걸친 단계별 통합작업이 추

진되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고객중심의 서비스체제를 강화한 KISTI는 2004년부터 과학기술정보

포털서비스인‘yes KISTI(http://www.yeskisti.net)’를 구축해 과학기술정보의 One-stop 서비

스를 강화했다. 기존의 대표 홈페이지에서 분산·독립적으로 서비스되었던 각종 정보들을

검색전용 통합 홈페이지로 구축함에 따라 KISTI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자원에 대한 사용자의

접근성과편의성이획기적으로개선되었다.

‘yes KISTI’는 KISTI의 정보유통체제 전반을 아우르는 대부분의 기능을 포함했으며, 정

보검색관리시스템(KRISTAL), RSS 기반 과학기술정보 배급 표준시스템(STI-RSS),

stOAI(Science & Technology Open Archives Initiative), 과학기술 지식정보 식별체계(KOI) 등

세부정보시스템등으로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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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KISTI는 정보제공 채널의 다각화를 추진해 KISTI 이용자는 물론 일반 인터넷 이용자에게

까지서비스대상을지속적으로확대했다. 민간정보포털업체인(주)엠파스와정보연계사업을

추진해 공공 정보서비스기관 최초로 민간을 통한 과학기술정보 연계서비스를 실시했으며,

ETRI 등산·학·연주요기관의사이트에도최신과학기술동향과분석정보를제공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2004년부터 과학기술 메일진‘과학향기’서비스를

실시해 일반 이용자들에게 상당한 호응을 얻었다. 그리고 그동안 소개된 내용을 묶어 책자로

발간, 배포해과학기술에대한관심제고와과학문화확산에이바지했다. 

이 밖에도 KISTI는 KORSTIC 시절인 1963년부터 정보관리분야의 최신이론 보급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발간해오던「정보관리연구」를 지속적으로 펴냈다. 이 간행물은 2005년에 국

내 유일의 정보관리 분야 전문학술지로 가치를 인정받아 국내 최초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등재 후보지로 선정되었다. 「정보관리연구」는 국내 유수 대학교수들과 연구자들이 기고한

정보관리 이론에 관한 논문과 실무적용 사례, 그리고 해외의 정보관리 학계와 현장 동향을 소

개함으로써이론과현장의원활한통합및지식교류에크게기여해왔다.   

yes KISTI 포털서비스체제개념도

외부이용자 내부이용자Front-End Intranet Bank-End

산업체

대학

일반인

yesKISTI
통합검색

기관홍보
홈페이지

맞춤정보서비스
통합메일 발송

과학기술정보
통합DB 

통합 전자원문
(KOI)

외부서비스 연계 인터페이스(OAI, Open URL)

민간 전문포털, 기업체, 대학, 연구소, 학협회

과학기술정보 이용확산

종합통계시스템
(DW/CRM)

SSO/통합고객
관리시스템

웹 개발관리운
표준지침 : SOP
(WSG, CMS)

RSS/Blog
커뮤니티

정책결정자

내부직원

운 자

과
학
기
술
정
보

포
털
서
비
스

종
합
관
리
운

시
스
템

검색엔진/DBMS

연구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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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자원개발및유통부문의주요성과

정보수요자중심의고품질콘텐트개발및서비스제공

KISTI는 이전에 KINITI와 KORDIC에서 이원화해 구축해오던 DB를 통합해 비용절감과 이용

자의편의를높 다. 이와함께전문화와표준화에기초하여수요자중심의고품질메타정보

를 개발, 보급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전개했다. 특히 메타 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해

2004년에 Working Group을 운 했다. 이어 2005년에는 콘텐츠의 품질제고를 위해 학술정보

의 가공절차를 표준화하고, 체계적인 DB구축 프로세스를 개발해 품질관리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렸다.  

KISTI 시절 들어서는 동북아 권역의 정보 콘텐츠가 대폭 확충되었다. 종전의 문 중심

의 콘텐츠에서 한걸음 나아가 중국과학원도서관(Library of Chinese Academy of Sciences:

LCAS) 및 연변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 협력하여 중국의 과학기술 학술지 1,040종을 수집해 국

내 최대 규모의 DB를 구축했다. 또한 900여 종의 일본 과학기술 학술지를 수집, DB화해 정보

자원을확충했다. 

그리고 학술 정보자원의 이용 극대화를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펼쳤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의 주요 대학·연구소·기업체 등 500여 기관에서 소장하는 학술지 51,000여 종에 대해

국내 최대 규모의 국가종합목록을 DB로 구축해 발간했다. 이로써 KISTI는 국가 가용자원 맵,

Wide Cat을구축해정보자원을공동활용하는기반을다졌다.    

국내유일의정보관리분야학술지로

인정받는「정보관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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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핵심과학기술정보자원의지속적인개발

해외의 핵심 정보자원 개발 및 아카이빙을 위한 사업은 국가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정보기관

인 KISTI가 중점을 두고 지속적으로 수행해오는 대표사업이다. KISTI는 선진국의 최신 연구

개발 지식정보를 적시에 수집, 보급하기 위해 로벌 지식정보의 공유와 협력체제를 다져왔

다. 이를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해△해외핵심정보자원개발및 부존자원화, △정보수요자

중심의 고품질 정보 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 로벌 지식정보 유통기반 조성, △차세대 지

식콘텐트선도기술개발연구등을핵심과제로삼아추진해왔다. 

이중에서 해외핵심 정보자원 개발 및 부존자원화를 위해‘OASIS(Ownership: 보존 수집,

Assignment: 분담 수집, Seamless: 완전 수집, Intermix: 혼합 수집, Support: 보완 수집)’이라고

불린 정보자원개발 5대 원칙을 정하고, 정보자원 개발 로드맵을 수립해 단계적으로 정보자원

의확충및연계활동을수행했다. 

전 세계 학술지의 생산 및 유통현황을 분석해 해외의 핵심적인 학술지 2만 종을 선정해

자원개발의 범위 및 방법을 정예화했다. 이를 통해 과학기술분야의 우수 학술지를 포함해

SCI 등재 학술지의 수집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국내 최대의 보유량을 확보했다. 또한 국내 최

초로‘Open Access’서비스를 실시해 총 1,348종의 해외 무료 전자저널 서비스를 제공해 기

관의위상을높 다.

●학술지 인쇄 13,000종 (1962년부터)

전자저널라이선스 7,279

●학술회의록 인쇄/CD/DVD 12,000권

●해외NTIS 기술보고서 M/F 110,136권

●단행본및국내연구보고서 인쇄/CD 54,000권

●특허명세서 미국, 유럽, 독일, 세계, 일본 21,000천건

●데이터베이스 INSPEC, COMP, FSTA, 10종라이선스

WoS, Biosis Preview등

정보자원 유형 보유량

<표4-2> 정보자원보유현황(2005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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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고유과학기술정보자원의개발

KISTI는 국내 과학기술계 학회를 대상으로 신규 학회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170여 개

학회에 학술정보시스템을 보급해 학회별로 전자저널의 발행을 지원했다. 국내 과학기술 분

야 280여 학회의 학술정보 36만여 건을 디지털 원문으로 구축해‘과학기술 학회마을’서비스

를제공했다. 그리고디지털원문서비스가불가능한자료는KISTI의방대한정보자원과국내

외 협력망을 활용하여 원문제공 서비스를 통해 제공했다. 또한 구축이 완료된 정보는 네이버

등 외부 포털사이트를 통해 일반 국민에게 제공해 괄목할만한 정보확산 성과를 거두었다. 이

와 함께 국가 고유정보 DB 구축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KISTI는 2004년부터 국가 고유정보자

원생산및활용실태를조사해해마다백서로발간, 배포했다.

로벌정보협력체계를구축해나가다

KISTI는 2004년부터 국내 최초로 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협력형 참고 정보서비스1)를 시작

했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2005년부터 국내 5개 기관과‘Question 포인트+협력그룹’을 결

성하여 로벌 정보전문가와 연계한 고품질의 정보서비스 채널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2004

년부터 역시 국내 최초로 미국의 OCLC(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 및 캐나다의

CISTI(Canadian Institute for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와 목록 및 메타 DB의 구축협

력을 추진해 DB 구축을 로벌화함으로써 국내 연구개발자의 정보 접근성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KISTI는 미국 OCLC의 Governing Member로 참여해 세계적인 목록 네트워크인

WorldCat에 분담 목록을 수행했다. 또한 캐나다의 CISTI와 메타데이터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CISTI 목록에서 MARC 및 검색의 한 지원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 학술지 이용의

편리성을크게개선했다.  

이처럼 KISTI는 해외기관과 로벌 정보 협력망을 구축하는 한편, 국가연구정보협의회

를 비롯한 국내 산·학·연 소속기관들과 국내 지식정보 협력망을 구축하여 디지털 정보서

비스를선도하는기반을조성해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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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제공서비스및DB 서비스이용자의만족도를향상시키다

KISTI는 국의 BL(British Library)과 캐나다의 CISTI 등 세계적인 국가정보기관과의 협력을 비

롯해국내유관기관과협력을확대하여매년30만건이상의국내최다원문제공서비스를제공

해왔다. 특히 저렴한 비용의 원문제공을 통해 국내 연구자의 원문정보 입수 비용을 절감하고,

원문정보입수에소요되는시간을단축시켜국가R&D 발전을위한정보지원활동을충실히수

행해왔다. 또한KISTI는이용자친화적인정보관리시스템(Korea Integrated Research Information

System: KIRIS)을개발해원문정보유통의 로벌화와디지털화를촉진시키는데앞장섰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해마다 실시하는 이용자 만족도조사에서 90% 이상의 높은 만족도

를 기록했다. 2005년 한국능률협회의 만족도조사에서는 원문 서비스부문 96.0%, DB 서비스

부문93.6%의만족도를달성해정보유통사업의고객만족수준을크게끌어올렸다.  

과학기술정보표준화체제의확산을주도하다

KISTI는2003년부터과학기술정보유통에특화된분류체계를개발하고, 이를과학기술정보표준

화위원회의표준으로제정하는작업을지속적으로추진해왔다. 정보서비스품질개선환경의최

적화를 위해 KISTI는 국내 최초로 ISO 9001 인증을 받았다.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운 을 위해

ISO 온라인문서관리시스템(KISTI Quality Management System : KQMS)을구축·운 했다. 

이를통해정보자원개발에서메타정보의구축, 정보서비스에이르기까지정보유통의모

든과정을시스템화함으로써프로세스에기반한업무추진및문서공유의효율성을도모했다.

캐나다CISTI 목록의국내학술지 미국OCLC World Cat의KISTI 소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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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학술정보원스톱서비스KISTI-ACOMS의개발

KISTI는 2002년에 논문투고와 심사·검색·회원관리·학술대회 관리 등 학회의 학술활동을

웹에서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술논문관리자동화시스템(KISTI-ACOMS)을 개

발, 100여 개의 학회에 무상으로 보급해 학회의 학술활동을 지원했다. 그리고 이후에 사용자

의 요구사항을 95% 이상 충족시킨 KISTI-ACOMS Ver.2.0을 2006년에 개발했다. 이 시스템은

개별 학회의 특성에 맞게 수정·보완하는 Customizing 작업이 불필요해 편의성을 크게 높여

호응을얻었다. 

차세대지식콘텐츠개발전략및아카이빙연구

2005년에는 신규 과제인‘차세대 지식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해 오픈 액세스 등

으로대변되는차세대정보유통의주요한정책방향을마련하고자했다. KISTI는이연구를통

KISTI-ACOMS 2.0 버전제품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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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의 활용도 및 중요도를 평가하는 모델의 제안과 실험을 실시해 국가

디지털아카이빙체제구축을위한전략을연구했다.

또한 학술정보의 자유로운 이용을 장려하는 세계적인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유통 흐름분

석 연구를 수행했다. 세계 각처에 산재한 OA학술지를 조사해‘yes KISTI’를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서울대 물리학연구정보센터와 협동연구를 통해 기초과학 분야의 e-Prints 아

카이브인 Science Attic(과학다락방) 프로토타입을 개발하여 연구자들이 다양한 연구 성과물

을축적·공유할수있는기반을마련했다.  

<표4-3> 과학기술정보개발및유통사업의주요성과(2001~200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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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정보자원개발로드맵작성

정보자원 개발 원칙 수립 및 핵심

학술지선정

학술지(13,000종), 회의자료(12,000권)

기술보고서(110,136건), 전자자료

국가컨소시엄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국가종합목록

제작

목록/목차/초록DB 제작(총2,073만건)

국제협동디지털레퍼런스체제구축

정보자원공유협력강화

『정보관리연구』지발간

국내 학술지 (1,371종), 연구보고서

(34,810건)

국내학술지DB구축

국내학회정보화지원사업운

KISTI-ACOMS 보급관리(170개

학회)

국내정보 문초록DB 구축

국가고유정보자원망라적수집및
고품질콘텐트개발

국내학술정보국제교류기반조성국내학술정보원스톱서비스체제구축
(KISTI-ACOMS)

해외핵심정보자원확충및
부존자원화

로벌원문정보유통기반조성해외핵심정보자원
고품질콘텐트개발및구축

연구보고서, 인력정보, 기자재정보,

사실정보등

과학기술분야웹디렉토리포털체제구축

전자저널관문서비스구축및운

Open Access 참여 위한 기획 및

동향분석

서울대학교 물리학연구정보센터와

Open Archive: Science Attic 프로토

타입구축

전문정보센터, 과제관리기관 등과

협력

선진각국의정보기관과국제협력

국내전문정보
메타데이터베이스구축

국내외유관기관협력체제구축ㅁe-Gateway 구축
(e-Resources, Open Access, STI-Port)

과기정표준위표준추진. 과제관리

기관등과협력

서비스정보의XML 스키마작성및

관리

과학기술정보온톨로지모형연구

토픽 맵 연구 및 정책 연구보고서

발간

정보유통분야 : ISO 9001 인증 및

운 확대

온라인문서처리시스템구축

과학기술정보
표준화체제확산

정보서비스품질개선환경최적화메타데이터
정보관리체제구축및표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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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략기술정보의분석및지원활동

1) 고품격분석정보제공을위한기반구축

고급기술동향정보의활발한수집및분석

정보분석 부문 역시 2001년부터 국가 차원의 정보분석인프라 체제를 시급히 구축한다는 목

표 아래 기술의 산업화 연계를 위한 정보분석시스템 구축에 매진했다. 이와 관련해 연구개발

과제의 선정과 타깃 설정을 위한 정보원 조사 및 주제조사, 동향분석, 심층분석, 기술이전·

평가 등 4개 분야로 역을 구분하여 수요층을 대상으로 기본 사항부터 핵심 분석까지 정보

분석결과를제공해나갔다.  

특히 2001년부터 차세대 신성장 동력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나노기술(NT), 바이오기술

(BT), 부품소재기술(MCT) 분야 등 첨단 전문정보에 대한 DB 구축을 활발히 추진했다. 2003

년 기준, 나노기술(NT) 관련 기술·특허정보 DB는 전년 대비 136% 증가한 29,000건을 구축

했으며, 바이오기술(BT) 분야는 6,100만 건, 부품소재기술(MCT) 분야는 전년 대비 338%가 증

가한250만건을구축하는성과를거두었다.

그리고2002년에는외부에의해도출된지식수요를내부의분야별전문가그룹이체계적

으로 분류·선정하고, 이를 분야별 지식전문가그룹(내외부 전문가, 유휴 고경력 과학자 등)에

의해 새롭게 지식을 창출·평가·확산하는‘국가 R&D 지식포털체제’의 구축작업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특히 2002년 4월부터 시작된 고경력 및 퇴직 과학기술자를 활용한 기술정보분석

사업은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해외 한민족과학자 및 국내 고경력 은퇴 과학기술자 등 총

100여 명이 참여하여 국내외 첨단 과학기술 동향정보를 수집, 분석해 국내외 과학기술동향정

보DB를구축했는데, 2003년에는2002년 75만건대비22%가증가한92만건을구축했다.

2003년에는‘선택과 집중’을 통한 국가연구개발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과 R&D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고급 분석정보를 제공하고, 속보성 동향정보와 종합적 분석정보를 실

시간으로전달하는것을목표로삼았다. 이에따라나노기술및부품소재를비롯한각분야별

기술동향 정보분석이 활발히 추진되었다. 특히 신성장 동력산업에 대한 국내외 기술·특

허·시장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조사, 분석한 정보분석보고서(기술뉴스브리프, 기술동

향분석보고서, 심층분석보고서, 기술가치평가보고서등)의발간이활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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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별달성목표의수립

2004년에는 조 화 원장의 재선임을 기해 국가 R&D 연구기획을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인 분

석정보 제공체제를 확립하고, 고급 분석정보를 제공해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는취지로단계별달성목표를설정, 추진했다.  

이러한 계획 아래 2004년부터 국가 R&D 활동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고 연구성과를

적극적으로 사업화하기 위해 미래 핵심기술에 대한 고품격 분석정보를 제공하는데 심혈을

기울 다. 특히 2004년에는 국내 최초로 국내외 나노기술정보를 집대성한「나노기술연감

제1회국제나노기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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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을 발간했다. 그리고 국내외 나노기술을 비롯해 부품소재정보와 바이오기술의 전문정

보DB를지속적으로구축했는데, 바이오전문정보DB는2004년에총1억7천만건을구축, 보

유함으로써국내최대규모를자랑했다.

또한 2004년 11월에는 일본 및 싱가포르의 세계적인 생물정보학 전문기관과 공동으로

‘2004 생물정보학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해 기관의 위상을 높 다. 이런 노력들을 통해 KISTI

는국가전략기술분야의전문정보센터로서역할을한층다졌다.

2005년에는 국가 R&D 정책방향이 선진국의 모방형 기술에서 벗어나 원천기술 개발로

전환됨에 따라 선행 연구개발의 조사·분석을 통한 보다 전략적인 산업동향분석이 요구되었

다. 그리고 미국·일본·EU 등 선진국이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상시적인

R&D 전략정보 분석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환경에 대응하여 KISTI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기

획및종합조정기능의혁신을위한정보분석지원체제를강화해나갔다. 

<표4-4> 정보분석사업단계별 달성목표

과학기술정보분석정량예측지표·

모델개발및기반시스템구축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분석 고도화

및네트워크활성화

R&BD 지원체제기반구축

나노정보기초연구및기반구축

정보분석혁신정책기반예측지표·

모델개발및기반시스템구축

국내외 과학기술 동향분석 네트워

크활용고도화

R&BD 지원체제고도화

나노정보성장및고도화

정보분석 복잡계 예측지표·모델

개발및기반시스템구축

과학기술분야별동향분석네트워크

Spin off 및 분산통합체제구축

R&BD 지원체제완성

로벌나노네트워크화

주요내용및범위

1단계(2004~2006년) 2단계(2007~2009년) 3단계(2010~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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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분석부문의주요성과

수요맞춤형분석체제확립및선도지원 역의발굴

KISTI의 정보분석업무는 구축한 정보자원을 활용해 KISTI 고유의 전문가 네트워크와 정보분

석방법및분석시스템을기반으로R&D 전략을수립하고, 수요자가필요로하는객관성과신

뢰성 높은 분석정보를 생산하여 결과를 확산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KISTI는 국내에서 유

일하게 국가와 기업체의 수요에 대응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맞춤형 정보분석 지원 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서, 미래사업화 유망 아이템과 유망 연구 역 발굴에 집중함으로써

혁신형 중소기업의 역량 강화를 선도적으로 지원해왔다. 또한 계량정보 분석과 전문가 네트

워크를활용한융합형정보분석체제를구축, 운 함으로써신속성과전문성측면에서독보적

인위치를차지해왔다. 

KISTI 정보분석의 핵심적 이용자는 국가 및 혁신형 중소기업인데, 이에 대해‘수요대응

형’과‘전략기획형’으로 분류해 분석정보를 생산, 제공해왔다. 수요대응형은 혁신형 중소기

업 등의 정보분석 수요를 신청받아 지원하는 것으로,  2005년 기준 혁신형 중소기업을 대상으

로 신기술 사업화 타당성 평가 등 166 과제를 수행한 것을 비롯해 총 985 과제의 맞춤형 정보

분석을지원했다. 

그리고 전략기획형은 유망 연구 역 및 사업 아이템 분석을 통해 혁신형 중소기업 및 국

가 차원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는 것으로서, 2005년 기준 심층분석 83과제 등 전략기술 분

야에 대해 총 206과제의 기술사업기회 심층분석을 제공했다. 또한 전문가 네트워크에 기반한

로벌 연구개발 동향 모니터링도 실시했는데, 2005년 기준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22,190기

사와과학기술동향리뷰2,938과제등총25,128과제를분석, 제공했다. 분석정보의유형별추

진내용및성과는다음과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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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5> KISTI 분석정보유형별추진내용및성과

분류 세부유형 타깃층 추진내용및성과

신기술·아이디어에대한사업화 혁신형중소기업/ 기업이신청한기술의사업성을 종합분석·평가·

타당성평가지원 예비창업자 전략수립을지원하여기술개발및사업화의성공률제고

2005년: 66과제 2005년까지: 총 292과제

맞춤형최신이슈기술동향 산기협회원 산업기술진흥협회회원사(5,600여개) 수요조사결과를

분석(ReSEAT) 기업연구소 바탕으로원로과학기술자네트워크활용·분석지원

2005년신규개발: 40과제

수요대응형 기업보유기술사업화전략수립 혁신형중소기업 기업보유기술의사업화애로사항에대한처방등

분석지원서비스(Inno-Biz) 맞춤형분석제공

2005년신규개발: 35과제

IOD(Information On Demand) 부품소재분야 부품·소재기업의정보분석요구에대한신청을받아종합분석지원

서비스 중소기업 2005년: 25과제 2005년까지: 총 35과제

최신연구동향수요맞춤형분석 KOSEN 회원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회원 3만명의분석신청에관련

전문인력이맞춤형분석정보제공

2005년: 819과제 2005년까지: 총 2,575과제

유망기술/사업아이템분석등 연구기획 KISTI 고유도출방법론을개발·적용, 전문가검증을통해

전략분석보고서 종사자 유망연구 역/사업화아이템도출및심층분석 (83과제)

최신선진기법을적용한국가전략기술분야기술사업기회심층분석,

나노기술분야심층분석등 (132과제)

2005년: 215과제 2005년까지: 총 789과제

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 산학연정 117명의전문모니터링요원네트워크를통해

(Tech-Trend) 연구개발자 속보성해외과학기술동향정보를 1일이내번역제공

2005년: 22,190기사 2005년까지: 84,810기사

전략기획형 첨단기술정보분석 산학연 246명의원로과학기술자네트워크를통해

(ReSEAT) 연구기획종사자 해외최신과학기술리뷰정보를분석·요약및전문가제언제공

2005년: 2,938과제 2003~2005년: 8,006과제

기술동향다이제스트 정책결정자 정책결정자·연구계리더들에게정선된

(TLD/Techno Leader’s Digest) 핵심이슈정보를주간단위로제공 (52건)

2005년: 52호 2005년까지: 84호

나노위클리 산학연정 나노기술분야의국내외동향및

관련종사자 관련주요정보를주간단위로종합제공 (46건)  

2005년: 46호 2005년까지: 1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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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의정보분석프로세스·분석시스템을개발적용하다

KISTI는 정보계량분석을 통한 유망 연구 역 선정 방법론과 미래 유망기술사업화 아이템 발

굴 프로세스 및 심층정보분석 프로세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정보분석 업무의 역량을 한

차원 끌어올렸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KISTI의 계량정보분석시스템(KISTI Information Analysis

System: KITAS)은 학술정보 및 특허정보의 데이터를 처리해 기술추이 등을 분석하는 시스템

이다. 이 시스템은 세계적으로 우수한 정보분석시스템으로 평가받는 VantagePoint(미국 조지

아대 개발)나 BibTechMon(오스트리아 ARC연구소 개발)과 비교해 뒤지지 않는 기능을 보유

했다. KITAS는 감사원의‘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과제간 중복성 감사(지능형 로봇 분야)’정보

분석과 과학재단의‘2005년 우수연구센터 선정평가용 선행연구 정보분석’등에 실제로 활용

되어뛰어난성능을과시했다. 

또한 KISTI의 R&D 의사결정지원시스템(Sci&Tech information Analysis for R&D decision

making: STAR)은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기술가치평가 계량분석 지원 및 특허 DB 분석을 통

한 기술수명 예측, 시장정보, 기술기여도 등의 지원 모듈을 탑재해 업무를 고도화하는 데 기

여했다. STAR시스템은 LG-Philips LCD 연구기획 부문에 보급되었고, 건설교통부 연구개발사

업경제성평가를지원했으며, 광주과학기술원에기술을이전하기도했다. 

이와함께미래유망사업화아이템발굴및심층정보분석을위해정량·정성분석이결

합된 KISTI 고유의 유망 사업화 아이템 발굴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이를 활용해 국가 전략기

술에 대한‘기술사업기회 심층분석(MENTOR)’보고서 체제를 새롭게 개발했는데, Explorer의

분석체제를적용해심층분석을시도한사례는국내에서KISTI가최초 다. 

국내최고의전문가네트워크기반분석체제의구축·운

KISTI는 해외동향분석 전문가를 비롯해 고경력과학기술자, 기술시장분석전문가, 지역클러스

터협의회 등 국내외 1,000여 명에 달하는 과학기술 및 산업시장 분야의 전문가들과 네트워크

를 구축해왔다. 특히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는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볼 수 없

는 과학기술자 지식 생성·교류형 커뮤니티로 자리잡아 2005년 기준, 회원 수 35,000명을 돌

파했다. 2005년 5월 개최된 국제혁신박람회에서는 과학기술부의 대표적인 혁신사례로 선정

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한국의 독창적 모델로 국가과학기술진흥사업 중에서 우수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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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혁신박람회에참가한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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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원로과학기술자네트워크 구축·운 사업은 3,000여 건의 분석정보를 생산하여 혁신

형중소기업의연구개발및사업화에상당한기여를했다.  

이처럼 KISTI는 분야별 및 국가별로 해외 모니터링 요원체제를 가동해 해외 과학기술동

향(Tech-Trend) 정보를생성, 제공하는데선도적인역할을수행했다. 

KISTI 분석정보의활용을확산시키다

KISTI에서 구축한 분석정보는 기본적으로 기관의 대표 정보서비스 포털인 yes KISTI 사이트

를 통해 서비스되었다. 그리고 차세대 성장동력사업의 기술분야별 사이트

(http://next10.yeskisti.net)를 개설해 관련 정보를 수집·제공했다. 또한 KISTI 분석정보의 통

합 서비스 사이트(http://analysis.kisti.re.kr)를 통해 해외 과학기술동향(Tech-Trend), 첨단기술

정보분석(Tech-Brief), 전략분석보고서(Tech-Review), KOSEN 분석보고서, TLD(Techno

Leader’s Digest) 및 나노 위클리 등을 발간해 2005년 기준 총 14,267건을 제공했으며, 분석정

보의이용실적은해마다큰폭으로증가했다. 

<표4-6> 분석정보통합서비스사이트

(http://analysis.kisti.re.kr)를통한이용실적
(단위:명)

2004년 2005년

접속건수

다운로드

548,795

322,820

+51.8% 증가

749,118

490,190

+36.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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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KISTI는온라인과오프라인채널을병행해분석정보를확산하는데주력했다. 이의일환

으로 2004년 5월에 정책입안자 및 연구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고급 동향분석지인

「TLD(Techno Leaders’Digest)」를 창간했으며, 「나노위클리」와 전략분석보고서 등을 발간해

주요연구기관및도서관에무료로배포했다. 

분석정보 확산을 위해 외부 유관기관과의 연계도 적극 추진했다. 해외과학기술동향 및

TLD 등을 동아사이언스, LG상남도서관, 포항공대 BRIC 등 27개 사이트에 제공했으며, 개별

사이트의 이용자들도 분석정보를 검색 및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동아일보 등 17개 언

론기관과 협약을 체결해 KISTI의 분석정보를 기사원으로 제공했으며, 산업기술진흥협회를

통해 첨단기술분석정보와 전략분석보고서 등을 민간기업연구소에 서비스하는 등 분석정보

를확산하는일에주력했다. 

고급기술동향분석지TLD(Techno Leaders’Dig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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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NK테크)의개설통한남북과학기술정보교류의개시

2000년 남북한 정상의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를 기해 KISTI는 북한과학기술네트워크

웹사이트(www.nkteck.net)를 2002년 3월에개설해남북을과학기술로연결하는통로역할을

수행한다. 2003년 1월에는 중국 심양에서 KISTI의 조 화 원장과 북한 국가과학원 중앙과학

기술통보사(CIAST)의주성룡대표가만나제1회과학기술교류회를갖기도했다. 이를계기로

남북의 과학기술협력사업이 탄력을 받아 북한의 학술지 DB가 남한에서 디지털화해 구축되

었으며, 민족의 산인백두산에관한디지털과학기술총서인‘백두산의자연’멀티미디어콘

텐츠를 개발하기에 이르 다. 이 콘텐츠는 북한의 학자들로 구성된 백두산 탐사대가 백두산

의 형성과 지리적 특성 등을 조사 연구해 집대성한 것으로, 북한의 연구자료인 2,200쪽 분량

의「백두산총서」원문자료가수록되었다. 또한‘백두산자연백과’에해당하는동·식물명등

용어해설과풍부한사진자료를수록해백두산연구에매우유용하게활용되었다.  

이후에도 남북협력사업의 일환으로 남북한 천연기념물 콘텐츠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되

었다. 북한의천연기념물360여종과남한의천연기념물340여종에대해다양한정보를제공

하는 남북한 천연기념물 콘텐츠 서비스가 실시되었다. 이 밖에도 KISTI는 전문연구지인「북

한과학기술연구」를매년발간, 배포하는등남북한과학기술교류를활성화하는데앞장섰다.  

제1차코리아과학기술정보교류회(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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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슈퍼컴퓨팅인프라구축및초고속연구망의개발ㆍ운

1) 슈퍼컴퓨팅인프라의구축및운

슈퍼컴퓨팅인프라구축과사용자지원활동강화

슈퍼컴퓨팅사업은 1998~2000년의 경우, 투자 대비 경제적 효과가 38배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

되어 정부로부터 충분한 예산을 지원받으면서 사업을 더욱 확장하는 기반을 다졌다. KISTI는

슈퍼컴퓨팅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한편 다양한 연구 분야로 슈퍼컴

퓨팅응용연구의저변을확대하기위해내부의연구지원능력을강화해왔다.

KISTI는 2001~2003년에 걸쳐 슈퍼컴퓨터 3호기의 도입을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이로써

2003년 기준, 총 성능 5.1 TFlops을 갖추어 국내 슈퍼컴퓨터 자원 총 보유의 39%를 점유해 세

슈퍼컴퓨터3호기가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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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20위권의자원을확보했다. 이와함께세계적수준의종합상황실기반아래실시간으로운

되는 통합운 관리시스템과 웹 기반의 통계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내의 산·학·연 연구자

들에게최적의이용환경을제공했다.

이런 환경 아래 KISTI는 2004년부터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팅 전문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해 박차를 가해 나갔다. 그 결과 연간 작업처리 건수, CPU 제공시간, 이용자 수에서 해마다

큰폭으로증가했다. KISTI는 2003년에연구개발사업과연구지원을원활히수행하기위해장

기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조직을 재정비했다. 이 계획은 슈퍼컴퓨터 3호기 시스템과 국내외 초

고속연구망의 광대역 증설을 기반으로 하여 과거에 시도하지 못했던 연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도록하는데중점을두었다. 제1단계에는슈퍼컴퓨팅자원, 첨단실험장비, 휴먼네트워크,

첨단 연구자료 및 연구성과물 등 국가의 첨단 연구자원을 통합해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제2

단계에서는 언제 어디서나 이와 같은 가상 연구환경을 활용하도록 하고, 3단계에서는 첨단

가상연구개발환경을당시기준의1,000배수준으로고도화한다는것이었다. 

<표4-7> 슈퍼컴퓨터이용실적추이

2003년 2004년

연간작업

처리건수

연간CPU

제공시간
137,000건

71,000건

+95% 증가

2003년 2004년

451만시간

205만시간

+120% 증가

연간

이용자수

2003년 2004년

20만명

13만명

+53%  증가

 kisti 제4부(3차수정완료)    2012.1.27 10:40 PM  페이지375   TG  2540DPI 150LPI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376 Evolution ❹ 융합과 비상

이와 함께 조직 및 기능을 자원센터(국내 최고의 첨단 슈퍼컴퓨팅 및 초고속 연구망 자원을

운 ), 기술센터(국내 최고의 첨단 자원을 운 ·활용 및 응용), 시험센터(새로운 컴퓨팅 및

연구망기술을시험하고결과를유관기관에전수), 가치센터(국내최고의자원과기술을기반

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 등으로 하여 주요 기능별로 정의함으로써 연구개발 및 사업에서

‘선택과집중’을강화하도록했다. 이처럼KISTI의슈퍼컴퓨팅센터는2003년부터종전의자원

서비스중심에서벗어나국가첨단연구개발활동을효율적으로지원할수있도록연구개발기

능을가미한수요자중심의사업체제로개편하여첨단지식기술의창출을선도해나갔다.

한편 슈퍼컴퓨팅센터는 2002년부터 차세대 슈퍼컴 자원으로 대두된 PC 클러스터 시스

템(수백 대의 PC를 연결해 고성능 슈퍼컴퓨터와 같은 성능을 구현하도록 하는 첨단 컴퓨팅

시스템)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서비스는 인터넷 기반의 분산컴퓨팅환

경 구축사업인 Korea@Home 프로젝트로 수행되어 일반 모든 분야의 연구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세계적인 수준의 시스템으로 평가를 받았다. 이와 함께 슈퍼컴퓨팅센터는

슈퍼컴퓨팅 자원과 초고속연구망을 기반으로 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연구성과를 낼

수있도록지원하기위해국가적차원의거대과제(Grand Challenge)를발굴, 지원하는데에도

앞장섰다.

슈퍼컴퓨팅부문의주요성과

①슈퍼컴퓨터3호기의도입

슈퍼컴퓨팅의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90년대 후반에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다소나마 해

소하기 위해 Cray사의 MPP 병렬형 슈퍼컴퓨터(Cray T3E)와 Compaq사의 SMP 병렬형 슈퍼컴

퓨터(HPC160, HPC320, GS320) 등의 보조 시스템을 도입, 운 해왔다. 그런데 이들 기종은 슈

퍼컴퓨팅 응용연구자들이 접해보지 못한 새로운 환경의 기종이어서 벡터형 연구환경에 익숙

한연구자들에게는슈퍼컴퓨터의활용자체가새로운도전과제 다.  

이런 환경에서 KISTI는 2001년부터 슈퍼컴퓨터 3호기인 고성능시스템 NEC SX-5와 대용

량시스템 IBM p690을 도입, 설치했다. NEC SX-5 기종은 당시 세계 최고 수준의 벡터형 기종

으로, 벡터형 연산에 익숙한 국내 계산과학자들이 중단 없이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었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에 힘입어 슈퍼컴퓨팅 자원이 확충됨에 따라 슈퍼컴퓨팅센터는 슈퍼컴

퓨터 2호기를 운 하던 기간에 마련한 슈퍼컴퓨팅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가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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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 3호기의 도입·운 은 국내 계산과학 분야에 있어 본격적인 사용자 지원을 가능

하게하는기초자원의역할을수행했으며, 국제적으로명실상부한슈퍼컴퓨팅센터로자리매

김하는토대를제공했다는점에서의미가컸다.  

②슈퍼컴퓨팅사용자지원과다양한연구성과의창출

KISTI는 국가 슈퍼컴퓨팅 응용 분야의 세계적인 연구성과 창출을 목표로 슈퍼컴퓨팅 사용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국내 계산과학 분야의 우수한 연구과제를 발굴하여 연구

를 지원하는 체제를 구축하고, 계산과학 분야의 전문가를 내부 인력으로 확충하여 분야별 슈

퍼컴퓨팅 연구 분야의 저변을 확대했다. 내부 분야별 전문가는 해당 응용연구 분야에서 슈퍼

컴퓨팅 활용기술 개발과 사용자의 연구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각종 사용자 지원을 수행했다.

슈퍼컴퓨팅워크숍(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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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000년에 시행된‘슈퍼컴퓨팅 응용 전략과제 지원 프로그램’은 슈퍼컴퓨팅센터를 대표

하는응용지원프로그램으로부각되기도했다. 

2002년부터는 응용연구자를 대상으로 신개념의 슈퍼컴퓨팅 지원 프로그램인‘거대도전

(Grand Challenge)’과제를 추진했다. 이를 위해 국내 초대형 응용연구에 대한 도전의식을 확

산하고일부자원을무상으로제공하는등센터의모든역량을결집했다. KISTI는지속적으로

슈퍼컴퓨터 사용자 지원을 실시해 2006년 기준, 총 6개의 무상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슈퍼컴

퓨팅 응용 전략과제, 거대도전과제, 국가 연구개발 지원기관과의 연계과제, 초보자 지원 프로

그램, 중점과제연구지원프로그램, 산업체기술지원사업)을운 했다.

그리고 2001년부터 시행해온 전략과제와 거대 도전과제를 통한 사용자 연구지원 프로그

램을 통해 총 189개의 응용 연구과제를 지원하여 국내외 SCI급 논문 총 206편이 창출되는 성

과를 거두었다. 이런 성과에 힘입어 슈퍼컴퓨팅센터의 사용자 지원 프로그램은 높은 연구생

산성을 제공하는 우수 연구지원 프로그램으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다. 이런 성과들로 인해

국내 슈퍼컴퓨팅 분야 응용연구자들에게 슈퍼컴퓨터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고, 전

분야에 걸친 슈퍼컴퓨터 사용자 확대가 가능해졌다. 슈퍼컴퓨팅센터는 각 응용분야별로 주

요 응용 소프트웨어를 최적화된 시스템에 설치하여 사용자들이 좀더 쉽고 효율적으로 슈퍼

컴퓨터를활용할수 있도록지원했다. 이런지원 노력의결과, 슈퍼컴퓨터를활용하여초거대

응용연구를 비롯해 국가 차원의 중요 응용연구 및 실생활 적용기술 연구 분야에서 탁월한 연

구성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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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슈퍼컴퓨터를활용한주요연구성과(2006년6월기준)

■세계최대규모의우리우주

시뮬레이션(고등과학원박창범교수)

슈퍼컴 3호기 IBM p690으로 지원

된과제중최대의규모

우주 거대구조물의 형성과 진화과

정규명

■나노 임프린트 리소그래피의 패턴

전사에 관한 연구(한국과학기술원

김경웅교수)

거대도전과제지원

나노 스케일에서의 제조공정 및 재

료설계에이론제시

■난류경계층의 유동에서 벽면마찰

력과 거대구조와의 상관관계 연구

(서울대학교최해천교수) 

거대도전과제지원

난류의 거대구조와 벽면 마찰력의

상관관계 규명을 토대로 난류 제어

가가능한방법제안

■고분해능 전구모형 개발 및 중장기

예측성평가(연세대학교홍성유교수)

거대도전과제지원

국내독자적인중기예보시스템개발

■나노 전자 방출 연구(서울대학교

임지순교수)

전략과제지원

전자 방출 디스플레이의 기본단위

제안, 평면 디스플레이의 원천기술

개발

■양자역학 시뮬레이션을 통한 수소

저장합금체 연구 (한국과학기술원

강정구교수)

전략과제지원

미래 에너지원인 수소의 안전하고

최소의 용량으로 저장 가능한 원천

기술개발

■김치냉장고 설계 (위니아 만도, 군

산대윤준원교수)

산업체기술지원사업지원

실생활에 필요한 김치냉장고의 설

계를수치시뮬레이션을통해수행,

제품완성도제고

■점탄성소재를이용한제진장치개

발((주)티이솔루션, 전남대 황재승

교수)

산업체기술지원사업지원

구조물의 안정성과 사용 편이성을

향상시키기위한제진장치개발

■유한요소 모델링에 의한 경비행기

구조해석및설계

산업체기술지원사업지원

국내 독자적인 경비행기 설계 및

최소개발비용

주요성과내용

초거대응용연구지원 국가중요응용연구지원 실생활적용기술연구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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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슈퍼컴퓨팅기반의첨단연구환경구축

KISTI가출범한2001년에는국제적으로슈퍼컴퓨터를국가기반시설로활용해연구생산성을높

이고 국가 간에 자원을 공동 활용하고자 하는‘그리드 프로젝트(Grid project)’가 추진되고 있었

다. 이에따라국내에서도슈퍼컴퓨팅핵심응용연구분야를창출함으로써국가경쟁력을높여야

할필요성이대두되어슈퍼컴퓨팅센터를중심으로국가그리드구축사업이진행되기에이른다. 

KISTI 슈퍼컴퓨팅센터가 국가 그리드 구축사업을 수행한 것은 슈퍼컴퓨팅 인프라 및 고

속의 연구망 구축기술을 보유했기 때문이었다. 그리드 구축사업을 통해 KISTI 슈퍼컴퓨팅센

터는우수인력을확보하는재정적여건을마련하여질적·양적성장의계기로삼았다.

한편 응용연구 분야의 연구과제들이 대형화되고, 타 연구 분야의 역을 포함하는 다중

학문(multi-disciplinary) 분야로 과학기술의 형태가 진화함에 따라 세계 각국의 슈퍼컴퓨팅 관

련 기관은 슈퍼컴퓨팅 자원을 포함한 첨단 과학기술 개발 인프라의 확충 및 상호 연계에 대한

노력을 경쟁적으로 추진했다. 이에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국가 그리드 인프라를 바탕으로

테라네트워킹시대개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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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상연구개발 환경(e-Science) 구축 기술로 첨단 과학기술 장비와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

팅 자원을 언제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

한다는비전을수립, 추진해나갔다. 

④바이오인포매틱스인프라구축및서비스의제공

KISTI는 생명현상 연구를 위해 국가적인 IT 인프라(데이터베이스, 분석 도구, 컴퓨팅 시스템

등)를 구축해 연구자들을 지원하는 바이오인포매틱스 사업2)도 수행했다. 이로써 GenBank,

PDB, SWISS-PROT 등 세계 주요 생물정보 DB를 국내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체적으로

구축, 서비스했다. 또한 과학기술부에서 지정한 국가유전체정보센터(National Genome

Information Center:NGIC)의 공동연구기관으로서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협력하여 국내외 생

물정보수집 및 서비스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생물정보 데이터·도구 통합시스템(Integrated

Bioinformatics System: IBS)을성공적으로개발했다. 

이 밖에도 2003년부터 국가를 대표해 국제생물다양성기구(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의 국가거점기관으로 승인받았으며, 2006년부터 아시아 권역을 대

표해국제생물다양성정보의미러링서비스를제공했다.   

바이오인포매틱서비스홈페이지

2) 21세기들어인간게놈프로젝트(HGP: Human Genome Project)로대표되는유전체연구가활발해지면서국가차원에서 IT에

기반한바이오인포매틱스인프라를구축, 지원해주는역할이강조되었고KISTI가바이오정보인프라의주역이된다는목표로바이오

인포매틱스사업을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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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인터넷기반분산컴퓨팅환경구축사업인Korea@Home 프로젝트의수행

KISTI는 2002년부터 정보통신부의 지원을 받아 국내의 초고속인터넷 인프라를 활용한 분산

컴퓨팅환경 구축사업인 Korea@Home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 프로젝트는 고가의 슈퍼컴퓨

터를 직접 구입하는 대신 인터넷을 통해 PC의 유휴자원을 모아 마치 슈퍼컴퓨터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3만 명의 PC 자원 제공자가 동시에 참여할 경우(P-Ⅲ 500MHz 기준),

ASCI White 슈퍼컴퓨터에 버금가는 성능인 12.7테라플롭스의 성능을 얻을 수 있는 경제성을

갖추었다.  

이에 KISTI 슈퍼컴퓨팅센터는 2002년 3월‘신약후보물질 탐색을 위한 인터넷 기반 분산

컴퓨팅 기술 개발’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산·학·연 컨소시엄을 구성해 그해 7월 1차로

Korea@Home 플랫폼(클라이언트-서버형)을 개발했다. 그리고 포털 기업 및 인터넷기업협회

등과 협력해 2002년 8월 신약후보물질 탐색에 PC 1,217대를 동원해 성공적인 테스트를 마쳤

다. 이를 기반으로 2003년 1월에 6,472대가 참여하는 등 PC 수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Korea@Home 프로젝트가본격수행되었다.

이후 지속적으로 Korea@Home 응용분야가 확대되어 신약후보물질 탐색(BT), 로벌 리

스크관리(금융·증권), 분산 3D렌더링(애니메이션), 고해상도강수량예측(기상), TFT-LCD 광

특성해석(IT), 유전체 서열비교 분석(바이오) 등 다양한 분야의 첨단 연구를 지원하여 2005년

까지약2천만건의데이터를처리하는성과를거두었다. 

2006년 5월 기준, Korea@Home은 약 62,000여 대의 PC 자원을 확보해 최고 성능

6.5TFlops, 평균성능3TFlops의컴퓨팅파워를창출했다. 이로써유휴PC 자원을활용해상당

한 경제적 이익을 얻고, 공공성이 높은 애플리케이션의 발굴 및 기반 소프트웨어의 개발 등

관련산업을활성화하는효과도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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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고속연구망의고도화및국제화

세계적수준의2.5~20Gbps급초고속연구망인프라고도화의실현

21세기들어과학기술분야의연구패러다임은급격한변화를겪게된다. 학문간융합이강화

되고 대형 실험장비의 공동 활용과 국제 공동연구의 활성화로 정보 데이터의 양이 급증한 것

이다. 이러한 현상은 첨단 과학기술 응용연구 분야일수록 더욱 심해져 대규모 연구 데이터의

전송과 처리를 위하여 초당 수 기가비트(Gbps)의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초고속연구망이

요구되기에 이른다. 이에 1988년 1월‘지식정보 사이버 연구기반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시스

템공학연구소(SERI) 주관으로 추진된 연구전산망 구축사업(KREONet)은 KISTI 시절 들어 한

층고도화·활성화·국제화단계로진입한다. 

KREONET연동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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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는 세계적 수준의 초고속연구망을 구축해 국내 연구망 가입기관의 과학기술 연구자들

에게 초고속 연구 네트워킹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고속연구망 인프라를 고도화하는 일

에 매진했다. 이를 위해 △초고속연구망 운 센터(NOC: Network Operation Center), △초고

속연구망 보안센터(NSC: Network Security Center), △초고속연구망 기술센터(NEC: Network

Engineering Center), △초고속연구망 응용센터(NAC: Network Application Center) 등 기능별

로 4개의 연구망 업무센터를 운 했으며, 이와 함께 초고속연구망 사무국 업무까지 수행해

상호협조를통한시너지를제고해나갔다. 

슈퍼컴퓨터 자원이용의 확대와 함께 과학기술 연구정보공유 네트워크인 초고속연구망

(KREONET)은 특히 2003년부터 국제적인 수준으로 획기적으로 확충되었다. 서울~대전을 비

롯한 전국 12개 지역을 연결하는 국내 백본망을 지속적으로 향상시켰다. 그리고 미국,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 연동망의 속도를 향상시켜 국가 과학기술전용 연구망을 세계 수준으로 확

대해 구축했다. 또한 2003년에는 첨단 응용기술개발 및 GRID/e-Science 기반의 협업연구를

초고속연구망제주지역망센터개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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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 특화망인 SuperSIReN(대덕연구단지 내 7개 기관을

광대역유·무선의광케이블로직접매설해연결)을 10Gbps 수준으로구축해세계최고수준

의연구환경을구축했다.

KISTI는 2006년 7월 기준 서울~대전을 중심으로 전국 13개 지역, 14개 지역망센터에 초

고속연구망을 구축했다. 이는 국내 최고 및 세계적 수준의 광 람다(Lambda) 기반의 최대

20Gbps급 백본망으로서 국내 산·학·연 200여 연구기관의 과학기술 응용연구를 지원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9개 지역망센터는 1Gbps급 이상의 액세스 망을 수용할 수 있어 첨단 과학

기술응용 분야 약 40개 기관에 1~10Gbps급 액세스 링크를 활용할 수 있는 고성능 액세스 링

크서비스를제공했다. 

2001~2006년KREONET의주요성과

■2001년 미국과학재단국제연구망게이트웨이STAR TAP 연동(45Mbps)

차세대인터넷주소 IPv6 sTLA 등록, 미국6TAP 연동

■2003년 KREONET 국내백본증속

-서울-대전(5Gbps), 12개지역망센터(2.5Gbps)

STAR TAP 증속(155Mbps)

-미국과학재단STAR LIGHT 연동(1.2Gbps)

대덕특구특화연구망SuperSIReN 구축(10Gbps)

■2004년 KREONET 국내백본증속

-서울-대전(10Gbps), 지역망센터(5Gbps)

한-중연구망(KREONET-CSTNet) 연동(155Mbps)

■2005년 KREONET 국내백본증속

-서울-대전(20Gbps), 지역망센터(광주, 부산, 대구) : 10Gbps

-지역망센터확대구축: 오창(12개→13개)

국제연구망Big GLORIAD 연동

-중국(홍콩)-한국(대전)-미국(시애틀) : 10Gbps

■2006년 KREONET 지역망센터확대: 제주(13개→1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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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수준의중국~한국~미국간GLORIAD 연동서비스를제공하다

국제 협업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KREONET는 1991년부터 미국, 유럽, 아시아 국가들의 국가

연구망과 연동해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KISTI로 새롭게 출범한 2001년에는 한국~미국 간

45Mbps급 STAR TAP을 연동했으며, 2003년에 1.2Gbps급 StarLight의 연동에 이어 2004년에

한국~중국 간 155Mbps급 CSTnet 연동을 통해 국제 연구 트래픽 전송서비스(International

Transit Service: ITS)를 제공해왔다. 이로써 KISTI는 동북아 R&D허브의 기반을 조성하고 국내

연구개발자들에게 선진 과학기술연구망과 대등한 수준의 연구 인프라를 제공해 국제간 협업

연구를촉진시키는데기여했다.

특히 KISTI는 2005년부터 세계 과학기술 선진국인 미국, 중국, 러시아, 캐나다, 네덜란드

등 5개국과 공동으로 10Gbps급의 광 네트워킹 기반의 로벌 과학기술협업연구망

(GLORIAD: GLObal RIng network for advanced Application Development)의 구축에 참여했

다. KISTI는 세계 최대의 로벌 과학기술 협업연구망 벨트인 GLORIAD에 참여함에 따라 국

내 과학기술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짐은 물론 국가의 위상도 높이게 되었다.

GLORIAD의 구축은 사이버 환경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전문연구소 서너 개를 유치하는 것과

같은상당한효과를달성할것으로기대를모았다.

KISTI는 2005년 8월 1일 연구망분야의 선진 6개국이 세계 최초로 지구 전체를 10Gbps급

광 람다 네트워킹으로 묶는 GLORIAD를 구축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중국(홍콩)~한국(대

전)~미국(시애틀) 구간을 10Gbps급으로 연동해 로벌 차원에서 과학기술 협업연구를 강화

하여과학기술경쟁력을높일수있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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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아드오픈기념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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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ISTI는 2005년에 국내 최초로 해외 선진 연구자들과 공동으로 수 Gbps급 대역폭을 요

구하는 선도응용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2005년 시애틀에서 개최된 슈퍼컴퓨팅 컨퍼런스(SC

05)에서 우리나라는 미국 및 캐나다 등 5개국과 공동으로 고에너지 물리분야 연구 데이터의

최고 전송속도를 기록(150.57Gbps)해‘Bandwidth Challenge’상을 공동 수상했다. 또한 2005

년에 개최된 국제 그리드학술대회(iGrid2005)에서 천문우주(Sloan Digital Sky Survey : SDSS)

분야에서 최고 전송속도를 기록하기도 했다. 이처럼 초고속연구망은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

이 해외 선진 연구자들과 동등한 위상에서 국제 협업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초

석을제공했다. 

GLORIAD연동도

미국

암스트레담

모스크바
러시아(노보시비르스크)

하비로프스크 US

한국(대전)

홍콩

중국(베이징) 시애틀

시카고

뉴욕

유럽

10G

10G

캐나다(켈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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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에서 구축한 초고속연구망은 국내에 구축된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계산자원, 연구장

비 및 정보시스템과 연계되어 국내 과학기술 연구자들에게 제공되었다. 또한 차세대 핵심 네

트워크 기술의 연구개발 적용 서비스와 국내 1위 및 세계 100위권 수준의 뉴스 정보 등을 제

공해연구개발활동을세계수준으로끌어올리는데기여했다.

KREONET의주요서비스

1. 세계적수준의과학기술계산자원, 연구장비, 정보시스템연계서비스제공

- 슈퍼컴퓨팅시스템(IBM p690, NEC SX-516, GS320/HPC320)

- 테라급클러스터(256 노드)

- 과학기술정보데이터베이스(바이오인포매틱스, 디지털라이브러리등)

- 협업연구시스템(SeeMore, ImmersaDesk, Access Grid system 등)

- 첨단과학연구장비(초고전압투과전자현미경, 광입자가속기등)

2. 차세대핵심네트워크기술연구개발적용서비스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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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정보서비스

- 국내1위, 세계100위권수준의News 정보제공

- 국내외최고수준의FTP 서비스구축운

- IPv4/IPv6 도메인네임서비스

- 메일링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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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과확산및정책연구기능의강화

1) 성과확산통한기관이미지의제고

고객중심의정보마케팅을통한성과확산에힘쓰다

통합기관으로 출범한 KISTI는 과학기술연구자는 물론 일반 국민에게 기관을 널리 알리기 위

해 성과 확산에 많은 노력을 기울 다. 특히 KISTI는 기술 및 정보 등 지식 인프라를 하나의

상품으로 인식하고 수요자 중심으로 정보를 상품화해 정보유통을 촉진하는‘마케팅적인 접

근(Marketing Approach)’3)을 도입해 적잖은 성과를 거두었다. KISTI에서 세계 수준의 지식정

보인프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한 마케팅적 접근의 핵심은 △고객중심의 정보마케팅

을 통한 성과확산, △과학기술정보 확산을 위한 이용자 클러스터 구축, △지식정보인프라 서

비스관리지원업무등3가지로요약되었다.

먼저 고객중심의 정보마케팅을 통한 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2004년에 대외적으로 KISTI

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대국민 홍보를 위해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통합브랜드‘yesKISTI’를 발

표했다. KISTI는 그동안 공급자 위주의 서비스 제공에서 탈피해 이용자에게 스스로 다가가는

기관의이미지를높일수있도록하기위해정보이용자와KISTI 전직원을대상으로통합브랜

드를 공모했다. 2004년 4월부터 3차에 걸쳐 외부고객 및 내부직원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하

여 총 응모작 148건에 대해 선호도 조사를 거쳐 고객 중심의 기관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

‘yesKISTI’를최종선정했다. 

‘yesKISTI’에는 고객중심 정보서비스 기관으로서의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함축해 담

아냈다. 이와함께KISTI는고객들로하여금정보를사용하는방법을보다구체적으로이해하

고 수요를 발굴, 예측함으로써 고객 니즈에 부합하는 고부가가치 정보를 생산·유통하는 고

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를강화해나갔다. 

3)KISTI는정보에대한마케팅적인접근을시도해정보등지식인프라를하나의상품으로인식하고수요자중심(consumer-oriented)으

로상품화하고, 정보유통및정보촉진활동을전개했다. 이와함께기술인프라확산의전과정에서마케팅컨셉을도입해고객의요

구를발견·창출하고이를효과적으로충족시키는한편전략적마케팅을전개하는노력을기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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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확산을위한이용자클러스터의구축

KISTI는 차별화되고 집중화된 정보서비스 실현을 위해 2004년부터 호남 지역을 우선 대상

으로 하여 과학기술정보 확산 효과가 큰 이용자 그룹을 선정해 클러스터를 구축, 운 해 큰

성과를 거두었다. 이는 On-line 위주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해 산·학·연의 핵

심 이용자 집단을 대상으로 정보자원을 널리 이용하도록 하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취지로 추

진되어과학기술정보를확산하는데기여했다.    

제10회과학기술정보인프라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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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는 3개 지원을 중심으로 2004년에 호남 지역 산·학·연 과학기술 전문가 그룹과 인

적 네트워크인 과학기술정보 이용자 클러스터를 시범적으로 운 했다. 우선 6개 지역(대구,

경북, 부산, 경남, 광주·전남및전북) 65개이공계대학이참여하는이용자클러스터를구축,

협의회를 개최해 성과확산 홍보를 비롯해 정보수요 파악 등을 통해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했

다. 시범 운 에 대한 만족도는 매우 높았다. 대학 클러스터협의회의 경우, KISTI 인지도에 대

해88%가‘높다’고응답했고, 90%가정보활용에만족한다고응답했다. 

이런성과에고무되어KISTI는 2005년부터전국적인산·학·연과학기술정보클러스터

로 확대 발전시켰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 클러스터 협의회가 2005년에 전국 10개 지역에

서 26회가 개최되어 이용자들의 정보수요를 파악하는 기회로 활용했다. 이는 기존의 온라인

중심에서 현장 착형 온/오프라인으로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어 과학기술

정보클러스터는양방향정보교류의장으로발전했다. 

인천지역과학기술정보이용자클러스터발족식

 kisti 제4부(3차수정완료)    2012.1.27 10:42 PM  페이지392   TG  2540DPI 150L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393

KISTI는지역클러스터를효율적으로활용하기위해주요부문별로핵심실무자가참여하는클러

스터활용팀을구성, 운 했으며, 클러스터협의회전문가그룹과KISTI 클러스터활용팀이긴 히

협력해‘현장 맞춤형 정보활용 세미나’를 실시했다. 이 세미나는‘찾아가는 맞춤형 세미나’로서

지역의연구기관이나산업체에서특정과학기술정보를활용하는방법을알고싶거나, 시급하게

KISTI의지원을필요로할때에직접수요자가있는곳을방문해해결책을제시해주었다. 

KISTI는 2004년에 요청기관을 직접 방문해 총 48회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어 2005년에

개최된 총 123회의 과학기술 정보활용 세미나에는 대학 교수를 비롯해 대학원생, 기업 CEO,

연구소 연구원 등 5,000여 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루었다. 이러한 현장 맞춤형 정보활용 세미

나는 기관의 홍보는 물론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

템(NTIS), 정보분석 및 슈퍼컴퓨팅 등의 사업을 알리고 정보를 교류하는 자리가 되었다. 이처

럼 고객중심의 정보서비스기관으로 새롭게 탄생하기 위해 다양한 성과확산을 전개한 결과,

신규이용자의가입건수가해마다급격히증가하는성과를거두었다.  

<표4-9> 연도별KISTI 신규이용자가입현황

2003년 2004년 2005년

신규이용자가입자수

48,675명48,061명

61,820명
이용자가입누계 349,522명

(2005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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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인프라서비스관리지원업무를수행하다

KISTI는 과거에 정보공급자의 입장에서 획일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던 입장

에서벗어나과학기술정보의가치(Value of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를제고하기위

해 고객지향적인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제공전략을 수립, 추진했다. 이의 일환으로 지식정보

인프라 서비스관리지원을 위해 KISTI 홈페이지의 통합서비스, 맞춤정보통합서비스, 고객통

합관리 서비스, 서비스 실적 및 통계 종합 관리서비스 및 과학향기 메일진 서비스 등의 업무

를수행했다. 

2002년에는 이용자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문 포털사이트를 연계하는 허브 포털 개념

의 KISTI 대표 홈페이지를 구축했다. 이어 2004년에는 KISTI 통합과학기술검색 홈페이지

(www.yeskisti.net)를 개설했으며, 2005년에는 이를 과학기술 포털서비스 홈페이지로 개편했

다. 또한 이용자의 연구개발 관심분야와 필요로 하는 정보를 신청받아 주기적으로 갱신되는

최신과학기술정보를검색하여제공하는e-mail Push 서비스를개발, 운 했다. 그리고2002년

KISTI의과학정보를일반인에게쉽게전달해주는이메일로출발해서책자형태로발전한「과학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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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다양한 표준 주제를 개발해 이용자에게 제공함으로써 맞춤정보서비스를 한층 고도화했

다. 또한2003년에는통합Help Desk 체제를확립해상시적인모니터링이가능하도록했다.  

이런 노력과 함께 과학기술의 대중화를 위해 2003년부터 고객 중심의 MailZine 서비스인

「KISTI의 과학향기」서비스를시작했다. 「KISTI의 과학향기」는 KISTI가 보유하고있는 과학기술

정보를근간으로하여일반인이쉽게이해하고활용할수있는콘텐츠를제작, 메일로발송되었

는데, 인기가아주높아2004년대비2005년에는회원이631%가증가한19만명으로늘어났다.   

정보이용자의지속적인확대

이용자 중심의서비스 환경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전개해 온 결과, KISTI의 이용고객은 해마

다크게증가했다. 2003년에24만명에서2004년 29만명, 2005년 35만명으로지속적으로증가

했다. 그리고 통합 검색기능이 강화되면서 정보이용 편리성이 제고되어 이용 실적도 급격히

증가했다. 2003년375만건에서2004년410만건, 2005년664만건으로해마다크게증가했다.   

한편 2004년부터 민간 포털사이트(엠파스)를 통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를 실시했는데,

2005년에는 2004년 실적과 대비해 원문 보기 25%, 페이지 뷰 22.6%가 각각 증가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와제휴를확대해나갔다. 

<표4-10> 정보이용자증가실적

2003년 2004년 2005년

이용고객수

맞춤정보

서비스이용자

41,000명

23.9만명

49,000명

28.8만명

55,000명

34.9만명

2003년 2004년 2005년

통합검색홈페이지DB검색

엠파스등포털제공을

통한DB 검색

375만건

1,300만건

410만건

1,600만건

664만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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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식정보인프라정책연구의추진

정책연구조직및기능의발전

21세기들어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는새로운사회간접자본이자국가기술혁신의핵심요소

로 자리매김한다. 이에 따라 KISTI는 출범과 동시에 정책·평가·표준화의 3대 기능을 수행하

는지식정보인프라연구부를발족해정책연구를전담하는기능을수행했다. 이어2003년에표준

화기능을정보유통사업부서로이관하고정책및평가기능을중심으로하는정책연구실로개

편했다. 그리고2004년에정책기능과마케팅기능을연계해이용자중심의사업을수행하기위

해정책마케팅부산하의정책연구실로재편되었으며, 2006년부터원장직속으로편재되었다.

정책연구 기능 역시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라 단계적으로 변화·발전했다. 2001~2002년에

는통합기관의기반구축에중점을둔연구를수행해중장기발전계획의수립을비롯해 선진국

정보기관의 정책동향 벤치마킹, 연구사업 부문별 사업수행체계 및 성과에 대한 분석·평가 등

을수행했다. 이후2003년부터기관내부의전략수립과발전기반구축을위한정책연구에서벗

어나국가차원의지식정보인프라발전을위한정책연구기능을확대했다. 특히2005년부터과

학기술기본법4)에의한국가과학기술정보관리·유통의전담지원기관의역할을강화하기위해

과학기술정보화 촉진계획의 수립 및 평가, 국가과학기술 정보자원관리 및 유통현황에 관한 조

사·분석활동을주관하는등범국가차원의정책연구기능을강화해나갔다. 

주요정책연구성과

①기관연구개발정책의수립및개선

정책연구 차원에서 추진된 대표 과제는 기관의 연구개발정책 수립 및 개선작업이었다. 이의

일환으로 통합기관인 KISTI의 조속한 정착과 발전을 위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했다. 내외

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발전위원회를 구성해‘KISTI VISION 2010’을 수립하여 세계적인 정

보기관으로발전하기위한중장기적인방향을제시했다. 이와함께중점연구분야및주요연

구사업 과제별 추진목표와 계획을 담은 기본사업 발전계획(2002~2006년)을 수립하여 기관의

기본연구사업을체계적으로수행하도록했다.  

4) KISTI는국가대표정보기관으로서국가지식정보인프라발전을선도함과동시에, 과학기술기본법제26조및동법시행령제40조에

의거한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관리·유통의지원기관으로서역할을수행하기위하여관련정책수립을주도적으로지원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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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기관의 R&D 기능을 체계화 및 고도화하기 위해 KISTI가 향후 5~10년 사이에 중점 개발

할핵심기술과제를발굴하는「미래첨단과학기술기획조사연구」를수행했으며, 이를바탕으

로KISTI의주요기술개발과제에대한중장기연구개발로드맵을수립했다.

기관운 의 효율화를 위한 경 컨설팅도 수행해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사업을 원활히 수

행하고 대국민 서비스 임무를 충실히 달성하도록 했다. 2002년에는 공공기술연구회 주관으

로 연구사업의 방향과 내용에 대한 경 진단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2005년에는 통합기관 출

범 후 5년간의 기관운 성과를 분석·평가하고 고객 중심의 기관운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자체적인 경 진단도 실시했다. 이러한 경 진단 및 컨설팅 결과는 연도별 사업추진에 적극

반 되어KISTI가세계적인기관으로한단계도약하는데유용하게활용되었다. 

②국가지식정보인프라정책의수립및지원활동

KISTI는 국가 지식정보인프라 발전을 선도함과 동시에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관리·유통 지

원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했다. 특히 국가 R&D 효율화를 위한 정보관

리·지원체제 개선방안의 수립 결과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구축사업으로 발

전되어 2005년부터 국가과학기술 혁신을 위한 중요 정책과제로 추진되었다. 한편 국가 과학

기술 정보화 촉진계획 수립에 있어 과학기술부 산하 29개 기관의 정보화 관련 사업을 총괄 조

정및지원하는등사무국역할도담당해기관의위상을제고했다. 

③지식정보인프라발전을위한선도정책연구수행

지식정보인프라 선도정책연구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미래 대응 및 발전방향 수립을

위한 연구활동이다. KISTI는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의 동향, 정책 및 제도 등에 관한 이론

및 국내외 현황의 실태를 조사·분석해 관련 정책 및 계획수립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면서 본

연의임무를충실히수행했다. KISTI는유럽과미국의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동향및정책

연구를 비롯해 과학기술 지식정보지도 작성연구, 과학기술 지식정보인프라 발전 예측 및 대

응방안 연구, 미래첨단 과학기술 기획조사 연구 등의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내외 지식정보인

프라정책수립및관련연구사업의발전에기여했다.  

또한 연구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하거나 단행본으로 발간해 국내 지식정보인프라의 연구

활성화에도 기여했다. 특히 해외 선진동향의 벤치마킹과 미래대응 연구결과를 기관의 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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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주요정책연구방향및내용

■2001년: 통합기관형성을위한기본계획수립및발전전략연구

- KISTI 중장기발전계획(KISTI VISION 2010) 수립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발전방안연구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수요·만족도조사및국민경제적기여도분석

- 지식정보표준화최신동향과대응방안,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표준화중심기관의역할및

발전방안연구

■2002년: 지식정보인프라정책발전을위한연구기반확충

- KISTI 기본사업발전계획(2002~2006) 수립

- 통합기관의바람직한발전방향검토를위한기관경 진단실시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관련법제도연구

- 과학기술지식정보지도구축기본연구

- 유럽(EU)의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정책및동향연구

■2003년: 미래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대응연구확대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발전예측및대응전략연구

- 지식정보인프라미래첨단과학기술기획조사연구

- 미국의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정책및동향연구

- 국가과학기술정보의이용행태및수요조사분석

■2004년: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의종합관리강화

- 국가R&D 효율화를위한정보관리·지원체제개선방안(NTIS 추진계획) 수립

- 지방과학기술혁신을위한정부출연연구기관의역할에관한연구

- 공공연구사업(정보분석사업)의경제적파급효과분석

■2005년: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사업의효율성제고

- 해외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법제동향및납본제개선방안연구

- 과학기술지식정보인프라사업의전문연구단위화추진방안연구

- KISTI 과학기술정보인프라사업의성과목표및평가지표개발

- 지식정보인프라성과확산을위한마케팅전략연구

- 고객만족경 을위한KISTI 기관경 컨설팅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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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계일류정보연구기관향한‘변화와도전’

1) 이용자중심의질적고도화를추진하다

양병태원장의취임

KISTI는2006년에중장기비전과발전목표를새롭게수립한다. 중장기비전을‘고객의가치를창

조하는국가사이버인프라스트럭처구축의중심기관’으로정립하고, 이를달성하기위한핵심

가치를△고객가치창출(고객기대가치/서비스아이덴티티), △고품질정보서비스(차별화·지

3대양병태원장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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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형서비스/통합·융합서비스), △첨단R&D인프라(슈퍼컴퓨터/초고속연구망/첨단정보DB),

△R&D for Service(차세대정보기술/지능형정보서비스), △혁신(연구사업체제혁신/서비스·마

인드혁신), △사이버R&D 환경(e-Science/Semantic Web/Semantic Grid) 등6가지로설정했다.

이러한 중장기 비전과 발전목표는 조 화 원장에 이어 2006년 8월 양병태 원장이 취임하면서

의욕적으로 추진된다. 양병태 원장은 통합기관의 기반정비 및 역할 재정립기인 2001~2006년

을 기반으로 삼아 2007~2011년을 혁신적인 발전 및 선도기로 하는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

추진해 나갔다. 당시에 수립된 중장기 비전과 발전목표는 IT기술 발전에 따른 급격한 사업환

경의 변화에 대응해‘국가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이끌어가는 중심기관으로서 역량

을다져궁극적으로고객에게한차원높은서비스를제공하겠다는취지 다. 

(통합기반정비및역할재정립기) 가치창출기반정비 (혁신발전및선도기) 가치창출본격화및주도기본이념

국가과학기술정보인프라서비스기관 국가과학기술혁신인프라창출및서비스기관기관위상

국가과학기술정보인프라의연계·통합서비스체제확립 국가과학기술정보인프라의연계·통합서비스체제확립사업목표

국내외과학기술정보확충/연계중심

-국내외정보자원의개발및유통

-정보자원연계및정보유통기반기술개발

-생산자중심의공급형서비스체제

과학기술정보의고급화/지능화추진

-하이브리드형정보자원지속확충

-지능형, 의미기반서비스체제구현

-수요자중심의고부가가치맞춤형서비스체제

정보유통

과학기술정보분석기반구축중심추진

-정보분석모델및기반시스템구축

-기술및동향정보분석보고서발간

국가R&D 전략기획지원체제전환

-국가미래기술예측및모니터링시스템구현

-혁신형중소기업정보지원체제강화

정보분석

국가슈퍼컴퓨팅인프라구축/운 중심

-국내슈퍼컴퓨팅인프라공동활용기반확립

-슈퍼컴인프라확충및기반기술개발

-수요대응형·전문가중심활용체제구축

국가 e-Science 추진기반확보

-국가GRID 기반의공동활용확대

-사이버첨단/응용연구(6T) 구현기술개발

-슈퍼컴교육강화를통한국가적활용성확대

슈퍼컴퓨팅

제1기(2001~2006년) 제2기(2007~2011년)

<표4-11> 중장기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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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발전과제제시한중기전략목표(2007~2011년) 수립및추진

양병태 원장 시절에는 중기 전략목표(2007~2011년)의 로드맵에 근거하여 연구사업별로 당해

연도의성과목표를설정, 활발하게추진되었다. 2007년기준, KISTI는△과학기술정보제공을

통한국가R&D 효율성제고, △국가R&D 정보의체계적유통을통한연구개발체제혁신, △전

략정보분석 지원을 통한 국가기술혁신 촉진, △국가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첨단 R&D 선

도, △국가연구망구축서비스를통한협업연구활성화등5가지전략목표를수립, 추진했다.

먼저, 과학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국가 R&D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과학기술 정보센터의 역

할을 강화했다. 국내외 핵심정보의 접근성을 83.5% 확보했고, 국내 학술정보의 로벌 유통

환경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체제 혁신을 추진해 정보서비스 만족도

수준에서71.8점을기록해점진적인향상의기반을마련했다.

국가 R&D 정보의 체계적 유통을 통한 연구개발체제 혁신을 위해 국가 R&D 정보의 개별

유통체제를 구축했다. 국가 R&D 대표 연구관리기관 12곳과 연계하여 공동 활용체제를 구축

했으며, 이를토대로국가R&D의성과분석및투자방향설정을위한기반을마련했다.

전략정보분석 지원을 통한 국가기술혁신 촉진을 위해 국가 R&D 전략정보를 분석, 제공

공공혁신전국대회시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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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이를 위해 로벌 과학기술 동향정보를 수집, 제공했고, 과학기술정보 분석모델을 개발

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또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략지원정보를 제공하여 중소기업 R&D

기획정보의공급체제를구축하는기틀을놓았다.

국가 사이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첨단 R&D를 선도하기 위해 국가 슈퍼컴퓨팅센터 역할

을 강화했다. 약 38 TFlops의 성능을 갖춘 세계적 수준의 슈퍼컴퓨터를 운 하고, e-Science

기반기술 및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슈퍼컴퓨터 운 및 응용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e-

Science센터를향한기반을다졌다.

국가연구망 구축서비스를 통한 협업연구 활성화를 위해 국가 과학기술 연구망센터의 역

할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연구망 성능 10~20Gbps를 갖추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망을 운 했

고, 망 운 및 응용기술의 개발에 주력하는 한편 백본 네트워크 중심의 정보보호 기반을 구

축했다.

이처럼 KISTI는 2007년부터 이용자 중심의 질적 고도화를 위한 사업방향 및 전략을 추진

했다. 2006년까지 연구사업의 추진방향이 인프라 구축 중심이었고, 외형 확대에 치중된 반면,

2007년부터 질적 성장을 통한 사이버 연구환경을 구현하기 위한 전환이 이루어졌다. 서비스

체제에서도 공급자 중심의 수동적이고 일반적인 서비스에서 벗어나 2007년부터 수요자 중심

의 능동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제공되었다. 또한 산·학·연 이용자 전반에 대한 서비스

에서 탈피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등 연구사업별로 핵심고객을 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

한것도커다란변화의하나 다. 양병태원장취임후사업방향과서비스체계의변화양상은

다음과같다.

2007년기관개선방향

■2001~2006 사업방향

양적성장을통한발전기반확보주력기능,

역별연계, 종합균형발전

■2001~2006 서비스체제

공급자중심의수동적, 일반적서비스

산학연이용자전반에대한서비스

■2007년사업방향

질적성장을통한사이버연구환경구현

성과에기초한실질적선택과집중

■2007년서비스체제

수요자중심의능농적, 전문적서비스

혁신형중소기업등연구사업별타켓고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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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전략 측면에서도 2007년부터 점진적인 전환이 이루어졌다. 기존에는 경 방침 및 성과

목표 체제가 잦은 변동을 보인 반면에 경 목표 및 성과평가 등이 연계 및 시스템화되어 질적

고도화의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종전에는 내부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훈련이 상대적으로 미

흡했던 것에 비교해 2007년부터 교육훈련의 의무화로 직원의 직무능력을 한층 제고할 수 있

게되었다. 

또 내·외부 환경에 적합한 선 순환적 사업기획평가관리시스템을 확립했다. ‘Blue

Tension 운동’을 통해 원내외 전문가 30여 명이 참여하는 발전전략 세미나와 분기별 정 모

니터링, 목표관리제도(MBO)를 시행함으로써 연구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했으며 연구사업 정

타당성평가를통해다면평가와리더십평가체계를확립했다.

2007 미래유망기술세미나

 kisti 제4부(3차수정완료)    2012.1.27 10:43 PM  페이지403   TG  2540DPI 150LPI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404 Evolution ❹ 융합과 비상

이처럼 양병태 원장 시절에는 KISTI의 방향성을 재정립해 연구사업이 종전의 인프라 구축에

서질적성과중심으로전환하는노력이활발히추진되었고, 이를기반으로2009년부터KISTI

는‘세계일류정보연구기관’을향한새로운도전의장정에나서게된다.

NTIS 시범서비스오픈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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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병태 원장은 한국외국어대 독어과와 전북대(경 학 석·박사)를 나왔으며, 1977년

KORSTIC에입사한이래KISTI 연구기획부장과서울분원장등을역임하고2006년8월KISTI의 3대원

장에선임되었다. 양원장은전임조 화원장시절에다져놓은연구사업별시스템및인프라등외적

성장을기반으로이용자중심의가치창출서비스를추구하는질적성장의토대를다지는역할을했다.

국가과학기술혁신인프라창출및서비스기관의위상을다지고국가정보인프라의융합화·지능화

서비스체제를구축하는기반을마련했다. 

양병태원장은역지사지(易地思之)와외유내강(外柔內剛)을추구하는성품으로구성원의단합을이

끌었으며, 자율과책임의조직문화를구현하고, 합리적이고상생에입각한노사관계를유지했다. 그리

고경 방침으로는고객지향의자세를강조했으며, 성과및목표일체형조직으로재편하고균형성과

평가제도를도입해고객만족과기관의혁신을유도했다. 평소에객관적이고합리적인자세로기관을

이끌어불필요한행사를지양하는한편, 예산운 의효율성도제고해 IT인력의비중을높이고민간위

탁및이양을추진하는등기관이질적인발전을추구하는기틀을다지는데많은공헌을했다.  

양병태 원장은 정치적인 변혁기에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퇴임했으며, 현재 대전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양병태 원장

(2006. 8 ~ 2008. 6)

역대
기관장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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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비전의정립과도약의기틀마련

박 서원장취임과새로운비전선포

KISTI는 2008년 8월 양병태 원장의 후임으로 박 서 원장이 취임하면서 도약을 향한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박 서 원장은 급변하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대응해 비전을 재정립하

는한편기관운 6대전략을수립, 추진하면서발전과도약의시대를열어나갔다.

KISTI는 비전을‘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세계 일류 정보연구기관’으로 재정립했다. 이는

외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기관의 속적인 발전을 구가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반 한 것이었다. 비전 재정립 당시 연구환경은 IT기술의 급격한 발전으로 연구 패러다임이

전환되어 로벌 협업이 증가하고 기술의 융·복합이 가속화되고 있었다. 그리고 정보환경

은 정보량의 급격한 증가로 정보활동의 소비시간이 증가하고 의사결정의 어려움이 수반되었

다. 고객요구의 환경 역시 변화가 일어나 보다 편리한 검색환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맞춤

형 정보수요의 증가와 서비스의 적시성 및 신속성이 갈수록 중요해졌다. 이런 환경에서 정부

시책 역시 국가 현안문제의 해결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기여하고,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높은책임성과수범성을요구했다.

KISTI는비전의재정립을기해‘고객중심의기관경 ’을지속적으로강화함으로써고객과

적극적으로소통하면서KISTI와고객이동반성장할수있도록기관의역량을집중해나갔다. 

비전의 재정립과 함께 KISTI는 기관운 6대 전략을 수립, 추진하면서 비전 달성을 위한

지침으로 삼았다. 기관운 6대 전략의 첫 번째는 로벌 경쟁력 확보로, 이를 위해 우수인재

확충 및 육성, 세계적 연구 인프라의 구축, 로벌 모니터링 강화를 추진했다. 두 번째는 연구

패러다임 전환으로, 이를 위해 정체된 연구사업을 정리하여 가치창출형 사업으로 전환했고,

인프라·서비스·R&D 기능을 재정립하는 한편 분야 간 연계 및 협력을 활성화해 융·복합

형 과제를 창출해 나갔다. 세 번째는 이용자와 함께 하는 서비스체제 구현으로, 이를 위해

산·학·연의 구심체 역할을 강화하고, 고객 모니터링 강화와 이용자 참여를 확대하며, 개방

과협력을강화해나갔다. 네번째는사회문제해소와국민삶의질제고로, 이를위해청년실

업 해소 및 고용창출에 기여하고, 국가 문제의 해결형 과제를 적극 발굴, 추진했으며, 저탄

소·녹색성장을 지원했다. 다섯 번째는 운 시스템의 선진화로, 성과중심의 인사제도를 구

축하고, 책임경 체제를 확립하며, 합리적인 노사관계를 구현해 나갔다. 여섯 번째는 구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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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신뢰 확보로, 소통을 중시하는 경 으로 직원의 이해와 참여를 유도하고, 경 의 투명성

을확보해나갔다.

이러한 기관운 6대 전략은 매우 의욕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부문에 걸쳐 많은 성과를

창출했다. KISTI는 2009년을‘변화와 도전’의 원년으로 삼아 기관장을 비롯해 모든 구성원이

경 철학을 공유하고 하나가 되어 기관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로써 국가와 국

민에게 보다 가치 있는 정보와 연구환경을 제공하면서‘고객 가치를 창출하는 세계 일류 정

보연구기관’을향한발걸음을힘차게내디뎠다.   

4대박 서원장취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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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실체제구축과책임경 의확립

박 서 원장 취임 이후 KISTI는 기관의 기능과 특성을 충실히 이행함과 동시에 조직 간의 벽

을 허물고 서로 간의 생각을 공유함으로써 미래의 새로운 역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직을 재설계했다. 먼저 기관의 3대 기능인 정보유통, 정보분석, 슈퍼컴퓨팅이 충실히 이행

될수있도록3연구본부중심으로조직을재편했다. 이와함께본부별로인프라, 서비스, R&D

기능을 명확히 구분하는 동시에 이를 수행하는 전문조직으로 하위조직을 구성해 업무 실행

력을 제고했다. 그리고 KISTI만이 수행할 수 있는 연구 역을 발굴하기 위해 조직 간의 경계

를 허물어 대실체제로 조직을 재편했고, 싱크탱크 및 조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본부별로 전략

팀을신설, 운 했다.

본부별 기능 및 특성을 살리고 책임경 체제를 확립하는 변화도 적극 추진되었다. 기관

장 권한의 절반 정도를 본부장에게 위임하여 본부장의 권한과 역할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본

부별기능및특성에맞는조직운 이가능하도록했다. 그리고명확한책임을부여하기위해

본부 경 에 관한 자율적인 목표를 제시하여 기관장과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평가하는 경

계약제를 도입했다. 한편 지원(支院)의 경우, 2010년 기준 서울지역팀·부산/울산/경남지

원·대구/경북지원·호남지원·경인지원·충청지원 등 6개 조직으로 운 하고, 고객과의

소통창구기능을강화했다.

고객만족향상을위한내부역량의강화

KISTI는 2009~2010년에 거쳐 고객과의 접점을 크게 확대하고, 현장으로 직접 찾아가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정확한 니즈를 연구사업에 반 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노력

을 전개했다. 또한 보다 실질적인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해 기관의 내적 역량강화에

집중했다. 

이의 일환으로 고객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신규 사업 역을 발굴하기 위해 핵심기능 간

연계·융합을 강화하고, 외부와의 개방과 협력을 확대했다. 그리고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외 협력거점의 확보를 비롯해 로벌 모니터링 강화 및 세계 최고수

준의연구인프라구축등 로벌역량강화에주력했다. 

특히 2009년에는 정보유통·정보분석·슈퍼컴퓨팅 3개 기능의 시너지를 창출하는 세계

유일의 기관으로서 역 간 연계와 융합으로 연구환경의 패러다임을 선도한다는 목표 아래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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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의 9개 연구기관을 방문, 벤치마킹했다. 또한 기관의 전 분야에 대한 국제수준의 진단 컨

설팅을 실시해 세계적으로 독보적인 기능을 갖춘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도 KISTI

는 박 서 원장 취임 이후 고객과 약속한 경 목표를 차질 없이 이행하는 한편, 혁신과제들의

실질적인 성과 창출과 기관운 의 투명성 강화 등 지속적인 자기 혁신과 질적 성장을 추진하

여고객에게보다큰신뢰를제공하는기관이되고자노력했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KISTI는 2010년에 기관의 중장기 발전계획을 달성하는 기반을 구

축했다. 무엇보다 2010년에 실시한 기관장의 100개 중소기업 순회방문은 현장의 의견을 직접

청취하여 연구사업 및 서비스에 반 하는 고객중심경 을 실천함은 물론 정부 출연연구기관

과중소기업이협력하는모범사례를창출했다는점에서의미가컸다. 

그리고‘공유와 소통’에 기반한 합리적인 조직문화를 구축하여 기관의 비전과 중장기

발전목표를 달성하는 토대를 다졌다. KISTI는 대내외 환경변화에 대한 공유와 지속적인 대화

로현안문제를적극해결하고있으며, 연구원을주축으로연구발전협의회를구성해연구발전

방향에대한다양한의견을집약해오고있다.  

과학문화의 확산과 창달을 위한 노력도 2009년부터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산·학·연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연구성과와 정보 서비스를 언론에 적극 소개해 기관의 역할과 사업을

널리 알렸다. 그리고 과학기술의 최신동향과 연구원의 핵심사업을 소개해온 계간지「지식정

보인프라」는‘2010년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아시아기자협회상을수상해차별화된과학기술

전문잡지로 대외적인 인정을 받았다. 또한 성과 확산의 일환으로 해마다 정보유통, 정보분석,

슈퍼컴퓨팅을활용해KISTI가서비스해온사례들을묶은「I Love KISTI」를발간, 배포해왔다. 

이와 함께 KISTI는 체계적인 지식기부 확산과 대국민 과학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다양

한 프로그램을 도입, 운 했다. 2010년에는 재중 한인학교(연변한국국제학교, 대련한국국제

학교)를대상으로하는책자기부및강연활동을펼쳤으며, YTN과의과학향기드라마제작및

과학기술정보 전문홍보관 구축 등을 통해 지식기부 대상을 확대하면서 기관을 널리 알려 나

갔다.

KISTI는 이러한 경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고객 소통’과 지속적인‘미래성장

동력 창출’로‘고객과 함께 성장하는 KISTI’로 거듭나는 노력을 전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11년부터핵심기능이융합된‘세계최초차세대정보연구기관모형확립’을추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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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객가치를창조하는정보연구기관으로의대변신

기관경 혁신을위한제도개선에나서다

①연구사업구조조정및업무프로세스의개선

KISTI는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는 시대를 맞아 2009년에 연구사업의 약 20%를 구조조정

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연구 패러다임과 고객들의 끊임없는 요구에 부응하여 보다 친고

객적인 선진연구기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KISTI는 구조조정에서 발생한 예산과

인력을 융합형 연구 및 고객친화형 사업에 재투입함으로써 기관의 중장기적인 발전 기반을

구축해나갔다.

업무수행의 프로세스 개선활동도 활발하게 추진되었다. 종전에는 매년 1월 조직정비와

인사이동 등을 실시했으나 실제로는 전년도의 연구사업수행과 개인평가 등으로 3월에 신규

업무가 시작되는 불합리한 면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10월에 실질적인 연구사

업 및 평가를 종료하고, 이를 반 해 남은 2개월 동안에 차년도 연구사업을 충실히 기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연구사업의 질적인 내실화를 도모해 나갔다. 그리고 개인평가제도 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당해 연도에 모든 평가가 종료되도록 했고, 그 결과를 차년도 보직 및 인사이

동에반 하여부서이동에따른평가의불평등이발생하지않도록개선했다.

연계·융합형고부가가치창출

연구개발역량강화

연구사업 로벌화

신규과제개발및대형화추진

핵심사업브랜드화

산·학·연연계전략강화

고객맞춤형근접지원강화

융합형연구조직운

로벌인재육성

로벌협력거점구축

미래성장형사업발굴

KISTI 브랜드가치향상

개방형협업연구환경조성

주요개선방향

연구사업분야 기관경 분야

<표4-12> 2009년에수립한주요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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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개인종합평가제도개선및열린승진제도의실시

직원들이 일한 만큼 공정하게 평가 받고, 평가결과를 숨김없이 공개해 투명하고 합리적인 평

가제도를 운 하기 위한 개선활동도 활발히 추진되었다. KISTI는 2009년에 노사로 구성된 인

사제도개선 TF를 운 해 과거의 일률적인 기준과 항목에 의한 평가제도의 단점을 개선하여

부서특성을 고려한 부서특성화 지표를 신설했다. 그리고 그동안 비공개 원칙으로 운 되던

개인별 평가항목점수를 모두 공개하여 평가제도의 투명성을 높 으며, 최하위 평가등급자에

게는이의신청의기회를부여해평가제도의공정성을확보해나갔다.

한편 KISTI는 2009년에 출연연구기관 최초로 열린 승진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는 입사

후 일정 기간이 지나야 승진의 기회가 부여되던 것과 달리 능력과 자질을 갖춘 직원이면 누구

나 근속연수에 상관없이 승진에 지원하여 조기에 승진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제도로서, 능력

을갖춘인재에게보다많은승진기회를제공하는기반을마련했다.

③경 성과급집중지급제의시행

KISTI는 경 성과급 집중지급제를 도입, 운 하면서 우수한 성과를 내어 기관의 발전에 기여

한 연구원을 격려함으로써 더 큰 성과를 위해 열정적으로 도전하는 문화를 구축해 나가고 있

다. 경 성과급집중지급제는고객서비스분야를비롯해연구 및사업성과분야, 신사업발굴

등 재정분야, 경 혁신등제도분야, 연구원발전분야등 5개 분야에서기관의위상제고와발

전에기여한최우수직원에게경 성과급총재원의10%를배분하는제도이다. 

이 제도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된 5명의 평가위원을 통해 대상자를 선발함으로써 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했으며, 2009년에는 총 7명에게 1,000만원~3,000만원까지 성과급을 지급했다.

특히 2010년에는 정규직 연구원뿐만 아니라 계약직 연구원까지 대상을 확대하여 계약직 연

구원의소속감을높이고, 직원간소통과화합을다지는계기를마련했다.

④모니터링의활성화

KISTI는 2010년에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국내외 우수 기관과의 비교분석을 통한 경 개

선 노력을 활발히 전개해왔다. 모니터링 체계는 해외 연구기관과의 정보연계와 국제 학회 및

세미나 주관을 통한 정보교류 등 로벌 정보수집 채널을 운 하는 등 다각적인 방식으로 구

축, 활용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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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모니터링 결과를 중장기 연구사업 방향의 설정을 비롯해 핵심연구사업의 강화 및 기존

연구사업의조정, 신규연구사업의과제발굴등기관의발전전략에다양하게활용해오고있다.

특히 2009년에 실시한 국제 수준의 진단결과를 확대하여 2010년에 선진국 Best Practice 연구를

수행했다. 이를통해선진정보기관에대한세부프로그램의정 분석등을실시해분석결과를

연구사업과기관의중장기정책에반 해나가고있다. 이러한과정을통해평가지적사항에대

한선순환적인개선체계를구축해기관의위상과역할을세계적수준으로높여나가고있다. 

⑤전직원소통프로젝트의강화

기관경 의 혁신 차원에서 2010년에는‘KISTI 전 직원 소통 프로젝트’가 강력히 추진되었다.

직원들이기관장에게직언을할수있는핫라인인‘이런생각어때요?’를비롯해기관장과함

께 와인이나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원장님과 함께’, 직

원들이 궁금해 하는 주요 기관 정책이나 현안 사항을 기관장이 직원들에게 직접 전달하는

‘소통의 날’행사 등이 대표적인 프로젝트이다. 이 밖에도 제안대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의견을수렴함으로써‘소통’에기반한발전토대를구축해나가고있다.

소통의날KISTI 제안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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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입찰제도개선및감사기능의강화

투명하고 공정한 경 으로 기관을 운 하기 위해 입찰제도를 개선한 것도‘변화와 도전’의

성과중하나 다. KISTI는 2009년에입찰제도를개선하여기술성평가를위한평가위원구성

방식을 종전의 요구부서에서 계약부서로 변경하는 등 지속적인 업무개선으로 국내외 연구망

계약에있어3년간수십억원의계약금액을절감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처럼 지속적인 업무개선과 감사 기능 강화로 타 기관보다 투명하고 부정이 없는

‘Clean KISTI’를 만들어 나가는 노력을 펼친 결과, 2010년 12월에 실시한 공공기관 청렴도 측

정결과에서KISTI가출연연구기관중에서최고인‘우수’등급을받았다. 

우수인력확충및 로벌연구집단육성

①인적자원관리강화및직원능력향상기회의확대

KISTI는 2009년부터 적극적 채용방식을 강화해 우수인력을 확보하는 노력을 기울 다. 이의

일환으로 연구원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한 박사급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채용전형-수습-육성

-아웃바운드(Out-bound)형

채용시스템

: 채용 후보자를 찾아나서

는적극적채용방식

-해외현지방문면접실시

-발표 면접 및 토의

면접

-수습 기간 12개월,

업적관리평가강화

-박사학위자총

42명

: 정규직 13명,

계약직29명

-현업부서 배치 전 본

부별전략팀배치

-아이디어기획연구비

지원

-개방형 인력교류제

도신설

: 겸임연구원등개방

형인력활용실시

-상시인재풀채용실시: 

총59명채용

-기관장 직접 방문 해외 현

지면접: 2명채용

-수습직원 수습해제

발표평가실시

-1,2차 평가 후 최종

수습해제결정(13명)

-박사급총50명

: 정규직5명, 계

약직45명

-현업부서 배치 전 본

부별 전략팀 배치로

‘先이해後배치시스

템’확립

-신규 직원 모험, 창의

연구과제수행(23명)

-기관최초개방형직

위공모제(1명채용)

-겸임연구원 10명,

객원연구원 1명,

Post-Doc 3명, 연수

학생14명확보

2009년제도구축

2010년시행및성과

적극적인인재탐색 엄격한인재검증 채용현황 신진연구자지원강화 우수인력교류제도

<표4-13> 우수인력확보및운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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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지원 등 신규 임용자 정착 프로그램을 확립했으며, 개방형 인력교류 제도를 활성화해 연구

성과를제고한다는방침을수립, 추진했다.  

먼저 우수한 인재를 신속하게 채용하기 위해‘상시 인재풀 등록 시스템’을 운 하면서

우수인재의 접근성 및 채용 횟수를 확대하고 있다. 그리고 연구원의 성장동력 강화를 위해

2009~2011년에 미국의 뉴욕과 일본의 동경 등지에 기관장이 직접 방문해 해외 현지에서 면접

을실시하여우수인력을채용했다. 

그리고신규임용자인큐베이팅(정착프로그램) 체계를강화하여신입직원이기관업무에

빠르게적응해성과를창출할수있도록직원육성제도를시행하고있다. 또한개방형인력교류

제도의일환으로개방형직위공모제도를실시하여적극적으로원외우수인력을유치하고있다.

이와 함께 장기교육훈련을 특성화해 운 하여 발전 가능한 신진·중견 인력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함으로써 기관의 미래 성장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인력구조의 개선작

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기관 특성에 적합한 중장기 인력구조 정책마련 및 개선방안을 시행

해나가고있다. 

이러한 노력들과 함께 KISTI는 2009년부터 지식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기

관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직원의 능력향상 기회도 지속적으로 확대

해외우수인력유치를위한현지면접(미국뉴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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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나갔다. 먼저 선진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동향과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보다많은직원들이교육훈련의기회를얻을수있도록했다. 연구연가신청자격조건을종전

의 근속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여 기회를 확대한 결과, 2008년 3명에서 2009년에는 7명으

로크게증가했다.

그리고 교육훈련의 예산을 대폭 확충하고, 직원들의 의견을 반 해 더욱 다양하고 실용

적인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신설했다. 교육훈련예산은2008년 3억2천만원에서2009년에 7억1

천만원으로 대폭 늘어났고, 해당 본부별 전공역량 강화를 위한 핵심역량 교육을 크게 확대했

으며, 학계의전문적인지식을습득할수있는학·연협력강좌형교육과정도신설, 운 했다.

② 로벌연구집단의육성

KISTI는 2008년부터 기관의 로벌 역량강화 전략에 따라 로벌 연구집단을 육성하기 위해

전사적인 지원을 실시해왔다. 2008년에 2개의 연구그룹에서 2010년에는 4개로 확대했으며,

연구비의지원도확대해모험창의과제를강화했다.

이런지원에힘입어2010년에세계웹표준기구(W3C)에KISTI의‘시맨틱웹기술력’이등재

되었으며, 2010년세계100대과학자에2명(권오진박사, 김선호박사) 및세계3대인명사전에4

명(정한민박사, 이종숙박사, 양종원박사, 조광종연구원)이동시등재되는성과를거두었다. 

일반에공개된시멘틱기반인공지능서비스 세계3대인명사전(Marquis Whos Who, ABI, IBC)과‘2010 세계100대과학자’에선정된연구원들

정한민(3대인명사전) 이종숙(3대인명사전) 권오진(100대과학자)

조광종(3대인명사전) 양종원(3대인명사전) 김선호(100대과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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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STIC에입사해어느덧 30년넘게근무하고있다. 1982년 KIET로통합, 1991년 KINITI

로 분리, 2001년 KISTI로 통합되는변천사를함께했다. 통합, 분리, 통합과정에서거의 10년주기의

변천을겪었고연구업무와기획업무를넘나들었지만묘하게KINITI분리, KISTI 통합과정에서기획업무

를맡아실무를총괄했다. 그리고2008년9월부터2011년8월까지기획관리본부를맡았다.

2008년 8월박 서원장이취임하면서“고객가치를창조하는세계일류정보연구기관”이라는비전

을새롭게설정하고, “변화와도전”이라는기치아래앞장서나가는원장을뒷받침하려고무던히노력

해왔지만쉽지만은않았던것같다. 무엇보다중요했던것은기관을새롭게하는데필요한재정확보,

우수인력확충, 각종제도개선, 연구환경조성, 소통및고객중심경 등이었는데, 이런과제들을추진

하는실무책임을맡은자로서보람도있었고아쉬운점도많았다.

가장어려웠던점은재정확보문제 다. 2008년도에인건비부족현상이발생했는데, 이를타개하

기위해거의2년동안인건비를동결하다시피하고, 연차수당을반납하는등의조치를취하지않을수

없는상황에서많은어려움을겪었다. 원장과연구부서의노력으로국가R&D사업과민간수탁사업등

이연평균 100억원이상크게증가함으로써연구개발적립금과준비금등이쌓여안정적인재정운

의틀을갖추게되었다.

이를바탕으로 2009년이후 3년동안매년해외채용면접등을통한우수인력의확충과장·단기

해외연수기회를대폭확대해많은직원의 로벌연구역량을강화하는새로운전기를마련했다. 또한

증축, 홍보관, 창의공원, 사이언스라운지설치등의연구환경개선과인사, 예산, 회계, 계약, 총무등경

부문의획기적인제도개선이이루어져기관발전의새로운토대를마련했다고생각한다.

이 밖에도 고객가치경 을 위해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가 발족되었고, 원장의 100대 기업

방문을통한핵심고객과의쌍방향네트워크가강화되는등대외적으로기관의역할이커지면서그어

느때보다역동적인시대를열어가고있다고생각한다. 

민재규
(기획관리부문, 재직기간: 1981. 5 ~ 현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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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래50년을위한새로운준비

박 서원장연임과미래를위한체제정비

2011년에 KISTI가 겪었던 내·외부적인 많은 변화는 기관에 있어 위기이자, 또 기관이 한 단

계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스마트 환경이라는 거센 변화의 홍수 속

에서 고객들의 요구가 더 다양해졌고 연구 환경의 숨 가쁜 변화를 겪었으며 출연(연)의 역할

강화라는 사회적 기대가 더욱 높아진 한해 다. 이러한 외부환경의 변화와 함께 단기적으로

는 제4기 경 목표가 완성되는 한편, KISTI 출범 50년을 1년 앞두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변곡점에선한해이기도했다.

2011년에 연임을 한 박 서 원장은 이러한 대내외적인 어려운 환경을 돌파하는 한편 향

후50년간기관성장의든든한초석을다지기위하여 `최고의정보지원과기술을바탕으로최

상의 서비스를 창출`한다는 새로운 목표를 제시하고 이의 달성을 위하여‘4S추진 전략’을 제

시하 다. 

첫째는Smart 전략으로서스마트환경변화에대응하여사용자들이서비스의이용가치를

높일수있도록KISTI가제공하는서비스를보다쉽고효율적으로활용할수있도록서비스의

지능화를제시하 다. 

둘째는Speedy 전략으로서시시각각변화하는환경과위기를돌파하기위하여전문성과

유연성을 갖춘 조직으로 육성시켜 나간다는 전략을 제시하 다. 첫 시발점으로 그동안의 3개

본부중심의대실조직을소규모의8개전문연구센터로재편성하는작업이진행되었다. 

셋째 Social 전략으로서KISTI가보유하고있는성과와지식을적극적으로사회에환원함

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것이다. 기술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는 물론 서비스 혁신을 통하여 정보소외계층

에 대한 공공서비스 혜택 확충은 물론 저개발 국가에 대한 과학기술지원 확대 등 고객들과 함

께성장·발전해나간다는의지를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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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는 Sustainable 전략이다. KISTI는 기관 설립 후 지난 50년 동안 국내 최초 해외학술저널

서비스개시(’62년), 국내인터넷서비스개발(’88년), 세계적규모의슈퍼컴퓨팅자원확보등

정보인프라 분야의 패러다임을 선도하는 많은 업적을 이룩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과거의 업

적에 안주한다면 시시각각 변하는 환경에서 생존할 수 없기에 지금까지의 성과와 내적역량

을 바탕으로 새로운 50년을 준비할 수 있는 지속성장의 토대를 더욱 든든히 다져나갈 것을 제

시하 다.

이렇듯박 서원장은‘4S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연구 사업을활성화해 나감은물론, 실

패에 대한 포용확대와 도전적인 조직문화를 확산함으로써 구성원들이 창조적인 사고를 발현

해미래를선도해나갈수있는연구·서비스분야를창출해나가도록했다. 

아울러 개방을 통한 로벌 인재의 흡수와 인적역량 고도화, 세계 TOP 수준의 연구자원

을 지속적으로 확보·연계함으로써 기관의 체질을 내실화하고 경쟁력을 확보해 기관의 지속

적인성장과발전을이룩해나가겠다는의지를천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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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고객가치를제고하기위한정보유통의혁신

1) 정보의개방·공유를위한‘Open KISTI, Open Service’

KISTI 서비스2.0 시대의개막

KISTI는 2007년부터 정보유통 부문의 연구성과 목표를 △과학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와 △국가 R&D 정보의 체계적 유통을 통한 연구개발체제의 혁신으로 수

립, 추진해 나갔다. 먼저 과학기술정보 제공을 통한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KISTI

서비스 2.0’을 통한 이용자 중심의 정보서비스 체제로 혁신적인 변화를 추진했다. ‘KISTI 서

비스 2.0’은 기존의 공급자 중심의 과학기술 정보서비스에서 벗어나 참여·공유·개방을 통

해‘고객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정보서비스이다. KISTI는 점차 다양화·세분화되어가는

고객의 니즈에 부응하고 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이 서비스를 역점사업으

로추진했다. 

‘KISTI 서비스 2.0’은 콘텐츠를 혁신해 이용자 관점에서 콘텐츠를 재조직하고 제공 받을

서비스와 콘텐츠를 일치시켜 이용자들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서비스를

혁신해 국내에서 생산된 학술정보들이 KISTI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구축하고, 세계과학기술정보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 ICSTI), World Wide Science Alliance 등을 통해 국제정보협력을 적극 수행하여

국가학술정보 로벌유통체계를구축했다. 

KISTI는‘KISTI 서비스 2.0’정보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국내 학술자원의 로벌 유통체

제(KoreaScience)를 구축해 우수한 국가 연구성과를 전 세계에 알리는 채널을 확보했다. 그리

고 협력형 국가링크시스템(CLICK) 구축으로 참고문헌의 전자원문 링크, 특허정보와 학술문

헌 간 링크, 인력정보와 저작물 간 링크 등 다양한 링크를 생성함으로써 국내외 과학기술정보

에 대한 접근성을 대폭 개선했다. 또한 WiseCat(국가 가용 학술자원 맵) 구축으로 국가 차원

의 정보유통 정책을 선도하고, 정보자원 개발정책의 일관성 확보는 물론 중복성을 배제함으

로써 국가 예산의 절감 효과를 거두었다. 이 밖에도 과학기술인용데이터베이스(KSCD)를 정

제및재구축함으로써국가차원의연구효율성및생산성을제고할수있게되었다.

그리고 국가 R&D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2007년부터 독자적인 연구개발로 세계적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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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시멘틱 기술을 개발했다. 과학기술 지식정보 습득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미 식별·연

계·탐색 기술을 개발한 데 이어, 사용의 편의성 증대를 위한 시멘틱 서비스 기술을 개발해

외부에적용하여서비스의혁신사례를도출하는등기술혁신을선도해나갔다.

이와 함께 국가 R&D 정보의 체계적 유통을 통한 연구개발체제의 혁신을 위해 약 10조원

에이르는국가R&D사업종합정보공동활용체제(NTIS)의구축을추진했다. 우선적으로2007

년에 13개 부처·청의 12개 대표적 연구관리 전문기관의 보유정보를 종합 연계하고, 각종 협

의체를 구성, 운 하면서 범부처 및 기관의 적극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2008년 3월 NTIS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정보유통 부문은 2008년부터 국가 과학기술 지식정보

의유통체계를확립하여국가R&D 정보의플랫폼역할을수행해나가고있다.

KISTI 서비스2.0 혁신방향및성과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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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 스마트서비스로발전

로벌 정보유통의 패러다임이 하루가 다르게 급속히 변화함에 따라 KISTI는 2009년부터 정

보유통 부문을 새롭게 재편했다.5) 지식정보센터, 정보기술개발단, NTIS사업단을 정보유통본

부로 통합하여 과학기술정보와 국가 R&D정보를 함께 서비스할 수 있게 하 으며, 차세대 정

보기술 개발까지 동시에 추진하도록 했다. 이런 환경에서 정보유통본부는 2007년부터 추진

한‘KISTI 서비스 2.0’의 기반 위에 고객이 원하는 고품질 정보를 구축하고 서비스하는 동시

에 정보의 개방·공유를 위한‘Open KISTI, Open Service’를 강화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KISTI 스마트서비스’를추진하고있다. 

건강한 과학기술 지식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한‘KISTI 스마트 서비스’는 고객이 필요로

하는 콘텐츠를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신뢰성 있게 개발·관리하고, 고부가가치화와 연

계·융합을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것을목표로하고있다. 그리고고객이원하는정보

를 언제 어디서든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첨단 정보활용 환경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연구개발 전 주기에 필요한 연구활동을 다각적으로 지원하여 학술 및 연구개발 커뮤니

티를활성화하고, 콘텐츠와서비스의개방·공유를통해정보접근성과활용성을높여나가는

것을목표로하고있다. 

이를 위해 KISTI는 국내 학술지의 수집·활용체계를 고도화하고 있다. 1996년부터 추진

하고 있는‘학회정보화사업’을 통해 인터넷 전송권을 확보한 국내 과학기술 학술정보가 100

만건을돌파했으며, 참고문헌데이터는600만건에달한다. KISTI는이들고급정보의활용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KISTI-ACOMS를 적극 보급하면서 학회의 정보화를 지원해왔다. 이

를 통해 고급 학회정보의 인터넷 전송권을 확보해‘과학기술학회마을’과 NDSL 및

KoreaScience 등을통해제공해왔다. 

5) 2009년경부터웹이비약적으로발전하고디지털정보가폭발적으로증가하는‘정보쓰나미시대’가더욱가속화되면서원하는정

보를효율적으로식별하고활용하고자하는요구가증대했다. 이에세계각국의정부는‘국민이원하는정보를, 국민이원하는방식

으로, 국민이원하는장소에서’제공함으로써새로운가치를창출하려는움직임(Government 2.0)이활발하게추진되었다. 특히미국

의오바마정부는2009년말Open Government Directive를발표하면서투명성, 참여, 협업을통해열린정부구현을가속화하고있다.

구 , 아마존, 페이스북등상용포털에서도정보의공유와활용을통해시장의주도권을잡기위한다양한전략을펼치고있다. 더불

어Web 2.0에의해촉발된‘참여, 소통’의화두는시맨틱웹, 인공지능등차세대웹기술의발달에따라‘개인화, 지능화’로이동하

고있으며, 스마트폰보급열풍및모바일인터넷대중화를통해소셜네트워크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SNS)가부상하면서사

회적파급효과는더욱커지는환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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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는 ACOMS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학술활동지원시스템(eNEST)을 연계·활용해 학

술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KSCD를 구축하고, NDSL과 KoreaScience를 통해 국내외로 서

비스하는 동시에 고부가 계량분석정보인 학술지 인용지표서비스(Korea Journal Citation

Report: KJCR)와 KSCD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학술지 생산에서 유통에 이르는 전

주기적서비스지원을위한지식인프라를견인해나가고있다. 

그리고 과학기술 인텔리전스 서비스(Intelligence service of Science&Technology:

InSciTe)를 제공해 단순 검색이 아닌 의사결정을 위한 지능적 추론서비스를 지향하는 최근의

정보유통 패러다임을 적극 수용해 나가고 있다. 특히 메타데이터로 한정되었던 기존 서비스

역을텍스트데이터까지확장했다는데큰의미가있다. 

이와 함께 2010년부터 스마트 NDSL을 적극 추진해 이용자의 다양한 니즈와 소리를 반

하여 이용자가 피부로 실감하는 서비스와 R&D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기반을마련했다. 또한NDSL-NTIS 융복합서비스를제공하면서 로벌경쟁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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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자가 성공적인 R&D를 추진하기 위해 연구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쉽고 편

리하게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KISTI는 2011년부터‘KISTI 스마트 서비스’를 기반으로 연구자들이 공공재로서의 지식

정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뛰어난 연구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

속적으로정보유통의혁신을이루어나가고있다. 

2) 정보유통사업의주요성과

첨단정보서비스의제공에앞장서다

①국내최대과학기술정보포털로자리매김한NDSL 

2004년에 과학기술정보 포털인‘yesKISTI’서비스를 시작한 KISTI는 2008년부터 국가 과학기

술정보서비스로 NDSL(http://www.ndsl.kr)을 새롭게 오픈했다.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은 국내 학계·연구계·산업계 연구자들에게 고품질 정보를 제공하여 국가

과학기술 혁신에 기여하고자 개발된 서비스 플랫폼으로, 과학기술 학술논문·특허·연구보

고서·표준·과학데이터 등 약 9천만 건 이상의 콘텐츠에 대한 통합검색 및 유형별 전문검색

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원래 NDSL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 도서관에서 구축, 운 하던 것이었다. 그런데

KAIST 도서관이 국가 차원의 디지털과학도서관을 운 하는 데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과기

부는 NDSL사업을 국가 과학기술정보기관인 KISTI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 가

운데양기관이오랜협의를거쳐2006년에KAIST에서KISTI로이관하게되었다.  

NDSL의최대장점은정보의다양성을갖추었다는것이다. 다양한유형의정보를통합적

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은 여러 사이트를 찾아다닐 필요 없이 원스톱으로 여러 형태

의 정보를 찾을 수 있고, NDSL에서 제공하는 추천문헌을 통해 정보검색의 폭을 한층 확장할

수있다. 그리고NDSL은국내외에산재해있는정보중에서신뢰성있는정보를선별, 통합적

으로 제공하여 구 등 상용 검색엔진과 비교되는 NDSL만의 경쟁력을 갖추었다. 이와 함께

국내외약344여개기간과협력망을구축해최신정보를적기에입수하여제공하고있다.

NDSL은 이종(異種) 콘텐츠 간 연계·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능도 갖추었다.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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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지금까지 특허정보를 연구에 적용하려면 특허청에서 특허여부를 확인하고, 다시 그것과

연관된 논문이나 자료를 일일이 찾아야 했지만 NDSL을 이용하면 특허정보 검색은 물론 특허

에 인용된 각종 논문과 비슷한 종류의 특허까지 원클릭으로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이종 콘텐

츠간연계·융합서비스는NDSL만의차별화된서비스로, 세계최초로시도된것이다.

KISTI는 2010년부터NDSL의이니셜을‘National Discovery for Science Leader’s로바꾸고

이용자가 보다 쉽고 빠르게 정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고객 참여형’인터페이스(User

Interface) 개선작업을 추진하 다. 그리고 개방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통해 다른 정보 사이트

들과서비스차별성을부각시키기위해△NDSL 오픈서비스의지속적인확대, △논문및특허

등 서로 다른 유형의 정보 연계 강화와‘유사 및 관련 용어 추천’등의 서비스로 관련정보의

확장, △검색결과 시각화로 최신 연구동향 및 핵심 연구자 등에 대한 분석형 정보서비스 강

화, △스마트모바일시대에최적화된NDSL 서비스구축등을추진해나가고있다. 

NDSL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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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NOS-NDSL 오픈서비스의개시

NOS-NDSL이란 NDSL의 방대한 정보들을 NDSL에 접속하지 않고도 다른 기관의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할 수 있도록 해주는 서비스이다. 이 사업은 국가 공공예산으로 구축한 과학기술정

보를 공공의 목적으로 서비스하는 기관에게 오픈함으로써 보다 많은 국민들이 NDSL의 광범

위한과학기술지식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한다는취지로제공되고있다.

NDSL ISO 2000 인증획득기념고객의날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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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STI는 2004년 12월 웹 서비스 기반의 NOS 시스템을 개발한 이래 2006년 5월 StOAI 시스템

을 개발했다. 이어 2007년 8월 Open API기반 NOS V1.0, 2008년 11월 V2.0을 개발하고 2010년

12월부터 네이버 등 107개 기관에 NOS 시스템을 보급해 본격적인 서비스에 들어갔다. NOS를

통해제공받을수있는지식정보는국내외학술지7만2천여종, 프로시딩22만여종, 1천여종

의 학술논문, 전 세계 2천3백만 건의 특허정보, 국가연구개발보고서와 미국 NTIS 보고서 등의

연구보고서, 로벌기술동향및분석정보, 한국산업규격(KS)을비롯한표준정보등이다.

이처럼 NOS-NDSL 오픈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NOS 연계서비스를 받는 기관은 자체적

으로 수행해오던 기존의 정보서비스에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정보포털인 NDSL 정보를 연계

함으로써 서비스를 양적·질적으로 향상시켰다. 무엇보다 서비스 이용자의 경우, NDSL 홈페

이지에 방문하지 않고도 사용하는 NDSL의 방대한 정보를 곧바로 검색할 수 있고, 고품질 정

보와 다양한 연구보고서를 전자원문 형태로 이용할 수 있다. 2010년 현재 NOS는 국립중앙도

서관, LG상남도서관, ETRI, KIST, KAIST, 네이버 등 국내의 대표적인 공공기관과 연구기관 및

포털사이트 48개 기관에서 활용되고 있다. KISTI는 향후 NOS를 통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더

욱 개방, 공유하기 위해 △논문저자 한 명· 문명 분리 제공, △논문·프로시딩 검색결과

중 출력항목 추가, △저널·학술회의 검색결과 중 출력항목 추가, △검색엔진 업그레이드 등

을추진해나가고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427

NDSL 트위터서비스시작

Social Network
Service

SNS 연동솔루션

twitter API트위터봇

검색모듈

과학기술정보
9천만건

재전송

NDSL
검색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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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국가R&D사업관련정보를한번에제공하는NTIS  

NTIS(http://ntis.go.kr)는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를 비롯해 우리나라 부처·청에서 추

진하고 있는 국가 R&D사업의 과제 정보, 참여인력 정보, 연구성과정보, 연구시설·장비정보

를 실시간으로 수집, 가공하여 서비스하는 국가 R&D정보 포털이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주관

하고KISTI가서비스를구축해2008년 1월시범서비스를오픈하면서시작되었다. 

이 서비스는 국가 R&D사업이 빠르게 확산 및 다양화되고 있는데 반해,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떨어져 있는 R&D 투자 효율성을 높여 과학기술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NTIS는 그동안 정부 부처의 기관별로 관리되던 국가 R&D사업 관련 정보를 한 곳으로 통합해

검색·관리하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R&D사업 관련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

다. 즉, 국가 R&D사업에 대한 기획·조정·평가를 조망하면서 정책수립에 참고할 수 있고,

R&D사업에 대한 중복 투자를 방지할 수 있으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 R&D 사업현황을 보다

정확히이해할수있도록해준다. 

<표4-14> NDSL 서비스실적및정보자원구축

(단위 : 명, 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방문자수

페이지뷰

전자원문

2,924,094

57,848,346

3,461,360

51,754,868

20,627,032

121,521
136,506

54,010,017

22,069,481

142,600
150,147

57,960,941

23,526,964

156,113
163,167

61,375,649

25,895,703

162,380
171,513

185,775,703
173,237,799

4,534,7995,639,964

127,080,944

6,152,2645,027,805
3,573,255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논문

특허

보고서

동향

4,206,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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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보다 대학·연구소 등이 국가 R&D사업을 통해 구입, 보유하고 있는 연구시설 및 장비에

대한중복구매에따른예산낭비를최소화할수있고, 국가R&D 참여인력정보서비스를통해

연구자의주요정보를공동으로활용할수있도록하고있다. 또한국가R&D 수행과정에서도

출된 성과정보에 대한 통계 및 현황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가 국가 R&D사업 관련

성과 현황과 추세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용자는 기획-연구수행-성과(결과)로

이어지는R&D과정전반에걸쳐연구효율성및생산성을극대화시킬수있다. 

KISTI는이처럼국가R&D사업관련정보를한눈에검색, 활용할수있는NTIS를구축, 운

NTIS ISO 인증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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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에 따라 대외적으로 큰 인정을 받았다. 공공기관 최초로 기획부터 모니터링 단계까지 업

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체계를 정의한‘범부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NTIS) 표준운

절차(SOP)’를 수립한 공로로 2008년 제5회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기술대상 우수상 수상을 비

롯해 2009년 데이터품질관리 인증(Data Quality Management Certification: DQMC) 활용성 부

문 2레벨 및 유효성 부문 1레벨(국내 공공기관의 데이터품질관리 수준은 평균 0.9레벨) 획득

했다. 그리고 2008년 11월에는 국표준협회로부터 IT서비스관리 인증인 ISO 20000을, 2009

년 11월에는 정보보호 국제표준인증인 ISO 27001 인증을 각각 획득하여 NTIS 서비스체계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를 확보했다. 또한 2010년에는 정부부처 최초로 데이터 품질관리 인증

(DQMC) 통합 2레벨을 획득했고, 2011년 11월에는 대만 타이페이에서 열린 e-아시아어워드에

서 e비즈니스분야 최우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KISTI는 산학 연구자·연구기관과의 협업을 통

해국가R&D Business Intelligence로서NTIS 활용성을강화하고, 계량정보분석기법및의미기

반 정보처리 기술을 적용함으로써 국가 R&D현황을 가시화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

있다. 

NTIS 메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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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우리과학기술을세계로알리는통로KoreaScience

KoreaScience(http://koreascience.kr)는 한국 과학기술정보의 검색을 원하는 외국 연구자들을

위해 국내의 우수 학술정보를 국제적으로 서비스하는 일종의‘Gateway’로서, 2008년 12월

시범서비스를 개시했다. 이 사업은 국내 과학기술정보를 국제적 수준의 문 콘텐츠로 개발

해 세계로 유통하는 서비스 시스템(Global Service Platform)의 구축·운 을 주 내용으로 하

고 있다. KoreaScience에는 수십 개의 국내 과학기술 문 서비스가 링크되어 있어 국내 학술

논문, 과학기술기관, 과학기술뉴스, 연구자정보등을검색할수있다.

KISTI는 2008년 3월 KoreaScience 홈페이지를 국제적 과학기술정보 검색서비스인 월드

와이드사이언스(http://WorldwideScience.org)와 연계하여 전 세계의 연구자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국내 우수 과학기술 성과를 접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국내 과학기술 논문 및

정보의 수준을 국제적으로 향상시켜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의 일환으로

2008년 6월에는 KISTI 주관으로 서울에서 WorldwideScience Alliance 협약식을 개최했으며,

2010년 12월기준59개국이참여하여각국의과학기술정보자원을공동활용하고있다.

<표4-15> NTIS 서비스실적
(단위 : 명, 건)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서비스

고객

2,470,707

15,937

8,454,609

36,575

16,889,416

54,011

28,384,277

78,294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과제

성과

성과물

인력

장비

정보자원구축

69,151
94,000

941,596

96,124

182,538 154,138

227,083

87,000

129,000

2,071,040

268,454

315,499

76,682
105,000

1,311,811

81,500
117,000

1,553,771

212,954

278,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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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KoreaScience를 운 함에 따라 국내의 연구자들은 자신의 논문을 KoreaScience 게재

학술지에 투고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R&D 경쟁력을 추구하게 됨에 따라 궁극적으로 국가 과

학기술경쟁력을향상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KISTI는KoreaScience를미국의PubMed, PubMed Central과어깨를나란히할수있는수

준의 사이트로 발전시키기 위해 △XML 전자저널 서비스 추가, △과학기술정보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평가 실시, △세계적인 학술정보서비스인 Web of Science 및 SCOPUS 등과 협력사

업 전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제적인 학술논문 식별자인 DOI(Digital Object

Identifier) 랜딩 페이지 역할을 지속적으로 증가시키고, 한·중·일이 함께 아시아과학기술정

보포털(ASTI)을구축하여아시아의과학기술파워를세계에알리는사업도계획하고있다. 

Korea Science 메인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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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가가치콘텐츠의개발

①국내과학기술인용정보의모든것, KSCD 

KSCD(http://kscd.kisti.re.kr)란 국내 과학기술 분야의 학술지들이 얼마나 많은 논문들을 발간

하며 각 논문이 어느 정도 인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인용데이터베이스로, 2002년

에 사이트를 오픈했다. 이후 2009년 행정안전부 국가DB사업 및 기본사업으로 KSCD DB를

구축했고, 2009년 12월에전서비스를 문으로지원하는 로벌서비스를시작했다.

2010년 12월 기준, KSCD는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461종(이학 80종, 공학 187종, 의

약학 101종, 농수산 54종, 복합학 39종)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또한 논문 간의 인

용·피인용 관계를 분석해 특정 학술지에 대한 향력지표, 즉시인용지수, 인용횟수, 인용·

피인용반감기등다양한통계자료를제공해오고있다. 

KSCD는 연구자들이 자신이 원하는 논문을 쉽게 찾아 활용할 수 있고, 해당 분야의 연구

추세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 연구효율성을 크게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또한 KISTI가

운 하고 있는 NDSL 및 과학기술학회마을(http://society.kisti.re.kr)과도 연계서비스되어 활

용도를더욱높 다. 

그리고 과학기술 정책결정자들이 보다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는 데에도 활용되고,  연구자 간 또는 학술자 간 경쟁을 유도해 국내 학술지의 수준을 향상

시켜국가과학기술경쟁력제고에도기여하고있다.

②컴퓨터로구현한‘한국인의인체정보’

한국인의 인체 데이터를 컴퓨터 상으로 재구성하여 의학·해부학·의공학·생체공학 등의

분야에 활용하기 위한‘한국인의 인체정보’사업은 인체의 연속절단면 상을 중심으로 하는

Visible Korean사업과CT 데이터를중심으로하는Digital Korean 사업으로나누어구축되고있다.

2000년부터시작된Visible Korean사업은주로시신을연속절단하여촬 한 상과절단면 상

속의인체구조물을구역화한 상, 그리고이를3차원으로재건한3차원 상을제공하고있다. 

2010년까지 KISTI는 남성 전신과 남성 머리, 여성 골반 및 여성전신의 절단면 상을 완

성했으며, 2010년 12월 현재 구역화 및 3차원 상제작을 진행하고 있다. Digital Korean사업

은 한국인남녀 약 100명의 시신에 대한 전신 CT 상을 제작하고이 상에서골격만을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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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3차원으로 재건한 것으로, 약 100명의 한국인 전신 골격모델과 이 골격을 평균화한 한

국인 평균 골격 모델 그리고 손, 발, 치아의 미세골격모델과 피부모델 및 남성 전신의 뼈대 물

성데이터를제공하고있다.

Visible Korean 데이터는 해부학 분야의 멀티미디어 교육도구 개발을 비롯해 가상수술

등 해부학 분야의 인체모델 개발에 활용되고, Digital Korean 데이터는 생체공학을 비롯한 다

양한 분야의 공학해석용 인체모델 개발에 활용된다. 이에 따라 연구자들은 인체를 대신하는

각종 가상실험을 수행할 수 있고, 산업적 측면에서도 각종 시뮬레이션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안전한제품을개발할수있다.

KISTI는 Digital Korean사업을 NAP(National Agenda Project) 과제인 e-Spine6)으로 확대하고,

장기적으로 국내외 모든 인체 관련 데이터와 해석 모델을 수집, 공유하여 e-Science 기반의 통

합플랫폼을구축해나갈계획이다. 

434 Evolution ❹ 융합과 비상

한국인의인체정보(Digital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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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가치창출하는학술커뮤니티

①학회정보화사업의지원

학회정보화사업은 학회의 정보화 실현과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의 One-Stop 서비스를

위해 1996년부터 추진되었다. 그런데 고급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학회의 정보화 수준

이낮아정보활용률은상당히저조했다. 이런환경에서KISTI가학회의정보화를체계적으로

지원하면서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학술커뮤니티로거듭났다. 

KISTI는 2001년에 논문투고와 심사, 이용자 관리, 온라인 학술대회 운 및 관리 등 학회

학술활동을 웹상에서 자동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술논문관리자동화시스템

(KISTI-ACOMS)의 Ver.1.0을 개발한 데 이어, 2005년에 Ver.2.0, 2009년에 외국인 투고자, 편집

위원, 심사위원 등 이용자를 위한‘KISTI-ACOMS 문버전’을 각각 개발했다. 또한 2010년에

는 국내 학술지의 국제색인 DB 등재를 지원하기 위한 포털 개념의 문 ACOMS(ACOMS

학회정보관리지원시스템(KOFST) 개념도

6)‘e-Spine’은인간의실제척추를대신해서가상실험에활용하는것을목적으로인체척추 상정보를수집하고, 이를수학적으로

모델링해컴퓨터상에구현한시뮬레이션모델을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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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4.0)를 개발했다. 2011년 12월 현재, KISTI-ACOMS는 총 335개 학회에 보급되어 있으며,

기관 포털사이트인 과학기술학회마을, NDSL 및 KoreaScience 뿐만 아니라 외부 대형 포털사

이트등을통해광범위하게제공되고있다.

KISTI의학회정보화사업은학회정보생산자와이용자사이의시간적·공간적거리를획

기적으로 단축하여 학술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국내 과학기술분야 학술정보를

100% DB화하여대국민서비스를제공해나갈계획이다. 

②한민족과학자들의사이버커뮤니티, KOSEN 

KOSEN(http://kosen21.org)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 진출해 있는 우리나라 과학기술자들의

사이버 휴먼네트워킹으로, 활발한 정보교류를 통해 R&D에 필요한 살아있는 지식을 획득하

는 로벌 사이트로 자리잡았다. 1999년에 한민족과학기술자네트워크(KOSEN)로 오픈된 이

래 2005년에는 국제혁신박람회 과학기술부 대표 사업으로 참가해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우수

정보화사례로 선정되었으며, 2006년에는 회원 4만 명을 돌파했다. 2007년에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는 예를 안았으며, 기획예산처 BP대회에 KISTI의 대표 혁신사례

로참가하기도했다.  

<표4-16> KOSEN 서비스실적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회원간지식교류횟수

94,926

88,709

111,799

13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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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EN Day 행사(미국거주과학자들)

KOSEN Day 행사(캐나다거주과학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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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현재, 전 세계의 KOSEN 회원은 70여 개국 9만여 명에 달할 정도로 회원수가 지속

적으로증가하고있다. KOSEN에는전문가회원들이작성한전문가분석보고서, 학회보고서, 첨

단기술보고서와 재외과학관이 현지에서 수집한 최신 과학기술 자료, 회원들이 직접 추천한 자

료등다른사이트에서찾을수없는고급정보들을확보할수있는장점이있다. KOSEN의정보

는 LG상남도서관, 특허청 등 국내 유수기관에서도 필수 정보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와 함

께다양한개방형코너들을마련해전세계한민족과학자들이70개가넘는카페를통해회원간

친목을다지거나, 블로그를개설·운 하면서휴먼네트워킹의장으로발전하고있다.

KISTI는한인과학기술자들의지속적인참여를유도하기위해회원참여형신규콘텐츠개발, 과

학기술고급정보수집및분석정보생산, 개인별맞춤형자료추천서비스등을제공해나갈계획이다.

③해외저널공동구매컨소시엄, KESLI 

KESLI는 해외 전자정보를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공동구매하고, 이를 널리 활용하기 위해 국내

교육기관·연구기관·공공기관·병원 및 기업체 도서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국가 차원의

공동구매 컨소시엄으로서, 2000년 KAIST에서 발기해 주관해오다가 2006년에 KISTI로 이관되

었다. 2011년 12월 현재, KESLI에 525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으며, 구독가능 전자정보는 총82개

컨소시엄34,778종에달한다. 또한공동구매대상콘텐츠도전자저널에서전자도서, 웹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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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7> KESLI 저널종수와참가기관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저널종수

17,000

18,518

21,618

34,778 참가기관

367

357

359

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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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전자정보 솔루션에 이르기까지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KISTI는 국내 도서관이 다양한

전자정보를합리적으로공동구매할수있도록구입절차와관리, 활용전반을지원하고있다.

KESLI에 참여함으로써 도서관들은 적은 비용으로 많은 저널을 활용할 수 있고, 도서관마다

동일한종류와분량의전자저널을보유해도서관간정보격차를크게줄 다. KESLI는 전세

계의전자정보를발굴·보급하는대표채널로자리잡았으며, 컨소시엄운 체제의표준화및

서비스고도화를이루어‘고품질의Knowledge Base’를다져나가고있다.       

검색효율높이는차세대정보서비스

①디지털콘텐츠통합관리시스템, DCMS 

KISTI는 2010년 9월 세계적으로 준용되고 있는 웹 표준을 기반으로 구축한 디지털콘텐츠통합

관리시스탬(Digital Contents Management System: DCMS)의 베타 버전을 오픈했다. DCMS란

학술분야전자책공동구매컨소시엄합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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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 관리자는 NDSL의 문헌정보(학술논문, 학위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산업표준사실

정보, 인용정보 등), 과학(연구) 데이터, 시맨틱 데이터 등 다양한 콘텐츠를 보다 빠르고 편리

하게 관리할 수 있고, △콘텐츠 이용자는 더욱 다양하고 신뢰성 있는 고부가가치 서비스를 받

을수있도록한통합관리시스템이다. 

DCMS 서비스는 2010년 6월 데이터 및 DB정규화를 시작으로 7월 정보관리체계 표준화,

8월 수명주기 기반 아카이빙 정책연구 등의 과정을 거쳐 9월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DCMS

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IE(Internet Explorer) 웹 브라우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최신의 웹 구축 기술을 적용, 개발함으로써 최대한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있다.

DCMS를 개발함에 따라 그동안 개별적으로 관리해오던 각종 정보들에 대한 체계적인

DB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콘텐츠 및 프로세스의 표준화도 이루었다. 그리고 체계적인 아카이

빙 기반을 구축하고, Semantic 서비스를 위한 Semantic 데이터와 연구 전 과정에서 생성된 과

학 데이터의 관리를 위해 차세대 정보기술인 TI(Technology Intelligence) 및 KB(Knowledge

Base) 기술을적용함으로써서비스만족도를크게높 다. 

②과학기술인텔리전스서비스, InSciTe 

InSciTe는 R&D전략 수립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서비스로서, 텍스트로부터 유의미한 개체(예:

연구자, 기관, 기술 등)와 개체 간 관계(예: 지구온난화-CO₂)를 추출하여 정보 활용 가치를 증

대시킨다. 동시에 결과를 시맨틱 서비스 플랫폼 상에서 메타데이터와 융합하여 분석적 가치

를제고하는기능을한다. 이서비스는단순검색이아닌의사결정을지원할수있는추론서비

스가절실히요구되는최근의정보유통패러다임을선도하기위해추진되었다.

KISTI는 2005년부터 미래 정보서비스의 한 축인 정보·데이터 지능화를 위해 시맨틱 웹

기술을연구해왔다. InSciTe는이러한시맨틱웹기술에기반하고있는데, 이미한국연구재단,

기술표준원,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등 다수의 기관들에 적용되어 기술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InSciTe는 요소 기술을 포함하는 기술(Technology), 국가·기관·연구

자 등의 연구주제(Research Agents), 논문·특허 등의 연구성과(Research Results)를 경쟁과 협

력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볼 수 있게 해주며, 특히 발굴·조합·분석·예측을 주요 요소로 제

공한다. 기존 서비스가 메타데이터로 한정되었던 것에 반해, 이 서비스는 역을 텍스트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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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까지확장했다는데의미가크다. 

KISTI는 2010년 7월 InSciTe 서비스의프로토타입공개와9월대외적인공개버전오픈이

후, NDSL에시험적용하는절차를거쳐기관의정보서비스수준을한단계끌어올리고있다.  

3) 정보유통사업의향후계획

정보유통부문은 과학기술 정보자원의 고품질화와 신뢰성 확보로 스마트 서비스 기반을 마련

한다는 계획 아래 정보수집 및 아카이빙(Archiving)을 전자정보 체계로 완전히 전환(현 90%→

95% 수준)하고 디지털 정보자원의 표준화와 통합관리체계 구현으로 데이터의 신뢰성과 활용

성확대를강화해나가고있다.

특히 과학기술정보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하여 과학데이터를 신규 성장 역으로 개척할

계획이며, 이용자의 편의성과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시맨틱 웹 기술을 적용한 지능형 검색환

경구현으로정보이용의효율성을극대화할계획이다

이를 통해 고객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기관과 이용자가 함께 만드는 이용자 중

심의스마트정보서비스체제구현을목표로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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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정보를효율적으로유통함으로써국가과학기술력을높이는데중요한역할을수행해왔다. 민간

연구소에 있으면서 공공기술연구회의 경 진단위원, 기관평가위원으로 KISTI를 애정과 외부의 객관

적인시각으로바라보다돌아온지벌써7년이지나간다. 첫직장에서다시출발한다는설렘과소명을

가지고보람을찾을수있었던시간이었다. 그동안지식정보센터, 정보유통본부를맡아대내외환경변

화에대응하면서국내외유관기관과의상생협력을통해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로서지속가능한정보

서비스, 과학기술지식생태계의핵심역할을수행하기위한변화와혁신을추진해왔다.  최근에는이

미웹2.0에의해촉발된참여, 소통의화두가차세대웹기술의발달에따라개인화및지능화로이동

하고있다. 또한스마트폰및모바일인터넷대중화를통해SNS가부상하고, 과학데이터등빅데이터

의사회적, 학술적파급효과가더욱커지고있다. 이러한환경속에서정보유통본부는 2009년기존의

지식정보센터와 NTIS사업단, 정보기술개발단이 통합되어 고객가치를 중심으로 콘텐츠와 서비스, 그

리고이를위한기술이상호융합된구조를구축하는것이중요한이슈가되었다. 이를위해다양한콘

텐츠와서비스의연계융합을중심으로2007년부터추진된‘KISTI 서비스 2.0’을기반으로고품질정

보와기술을연계해개발하고, ‘Open KISTI, Open Service’를기치로하여정보의융합과개방및공유

를통해새로운가치를창출하는‘KISTI 스마트서비스’를추진해오고있다. 이서비스는KISTI의고객

인산·학·연연구자의다양한의도를보다신속하고정확하게반 하여R&D의생산성을제고하는

똑똑한정보서비스체계를지향한다. 이용자의의도에적극부응할수있는콘텐츠와서비스를제공하

는것이궁극적인목표이다. 웹 3.0으로진화하는정보환경에서는숨겨진정보의획득과통합, 관련정

보의연결과조직화, 분석과새로운지식의발견이더욱중요하다. 이제단순검색을넘어지식을발견

하는서비스, 문제해결형서비스를제공함으로써연구자의R&D 효율성을제고하는데기여하고자한

다. KISTI의정보유통은NTIS를통해연구개발활동을전주기적으로지원하고이에필요한과학기술

정보를입수, 구축해NDSL 등다양한서비스플랫폼을통해제공하기까지학/협회, 출판사, 도서관, 민

간포털등과상호작용하며유기적으로협력하는가치사슬을형성하고있다. ‘KISTI 스마트서비스’를

기반으로국내외다양한협력기관과의협업을통해서비스와콘텐츠를개발하고, 이것을산·학·연

에확산하는개방형관리체제를추진하면서과학기술지식생태계의선순환체제에기여하고자한다.

국가전자정보컨소시엄을통해산학연협력기관들이경제적으로전자정보를활용할수있도록지원하

고, 이들기관의연구자들이NDSL의다양한지식정보를보다효율적으로활용하여우수한연구성과

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들 연구성과가 체계적으로 관리·보존되고, NDSL, NTIS,

KoreaScience는 물론외부협력기관의다양한정보채널을통해국내외에확산되어 향력을제고할

수있도록지속가능한상생의정보유통체제를구축해나갈것이다.   

최희윤
(정보유통부문, 재직기간: 1984. 1 ~ 1990. 7, 2004. 7 ~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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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부가가치정보의생산및기술사업화를지원하는정보분석체제의구축

1) 정보분석사업의중점추진방향

국가R&D 전략기획및혁신형중소기업지원활동전개

정보분석 부문은 KISTI 출범 이후 2006년까지 국가 전략기술의 정보분석 및 지원체제 확립을

위해 정보분석 모델 및 기반 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힘쓰는 한편, 기술 및 동향정보보고서를

활발히 발간하면서 연구성과를 적극 전파해왔다. 2007년부터는 국가 R&D 전략기획 지원체

제로 전환하여 국가의 미래기술 예측 및 모니터링 시스템 구현에 힘쓰고, 혁신형 중소기업의

정보지원체제를강화하는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했다.

특히 2007년에는 전략정보의 분석지원을 통한 국가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계량정보분석 시스템을 활용하여 미래 유망기술의 발굴사업을 본격적으로 전

개했다. 전문가 네트워크 및 논문·특허정보의 계량분석을 통해 급부상하는 기술 역의 시

그널을 공표하는 일을 활발히 전개했는데, 대표적인 사업으로「2007 KISTI 이머징 시그널」,

「2007 KISTI 유망기술 100선」,「Hot Patent」등을 수행했다. 이와 함께 정부부처와 산·학·연

연구기획 종사자 등 약 1,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래유망기술세미나를 개최해 미래 유망기

술발굴사업을선도적으로수행했다.

이처럼 2007년에 세계적 수준의 계량정보분석시스템(KnowledgeMatrix)을 개발, 운 하

고, 로벌 신기술 동향정보와 분석정보 위주로 포털을 개편함에 따라 미래기술 탐색분야의

정보 이용자 수는 크게 늘어났다. 2007년에는 전년 13,701명 대비 30,175명으로 두 배 이상 증

가했으며, 이용실적도전년154만건에서253만건으로급증하는성과를거두었다.

이와 함께 혁신형 중소기업의 R&D 기획 및 사업화를 위한 구체적인 지원성과를 도출했

다. 2007년도‘중소기업형 기술혁신 개발사업’전략과제에 KISTI의 기술로드맵사업(TRM)이

반 되어 국가 중소기업정책 수립에 큰 공헌을 했다. 그리고 2007년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신기술 사업화 타당성 평가지원사업’에서 세계 최고수준의 사업화 성공률인 32.9%를 달성

했으며, 2011년에는 41.4%로 높아졌다. 국내 기업의 R&D과제 평균 사업화 성공률이 15%임

을감안할때, 이는상당히높은성과이고평가결과에대한중소기업만족도역시82.8%로매

우높은점수를받았다. 이러한만족도는평가결과가좋지않았던기업들도대상으로 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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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평가보고서에서 제공하는 분석정보가 해당 중소기업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되었는지

를가늠케하는척도가되었다고할수있다.   

KISTI는 2002년부터 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을 시작하여 기술성·사업성 평가는 물론 사

업화 전략수립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컨설팅해 주고 있다. 그리고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

술에대해서는정부의기술개발자금을지원받을수있도록연계체제를갖추고있다. 이사업

은2010년부터중소기업R&D 기획지원사업으로변경, 운 되고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중소기업의 R&D를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 지원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개별기업 대상 R&D기획 지원사업과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사업

을본격적으로시행하면서기업의기술경쟁력향상에기여해오고있다. 

과학기술·산업정보분석의강화

KISTI는 미래 유망기술을 발굴하고, 고부가가치의 고급정보를 생산하며, 이를 바탕으로 기술

의 산업화를직접적으로지원하기위한정보분석체제를구축, 운 해왔다. 먼저 2002년에시

작된 고경력 과학기술인을 활용한 기술정보분석사업은 2006년에‘ReSEAT 프로그램’으로 사

업명칭을 브랜드화했다. 모니터링 분석과 심층정보분석 보고서 작성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모니터링 분석의 경우 2008년 기준 2만여 과제가 서비스되었고, 심층분석보고서는

663과제가작성, 서비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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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동향브리핑(Global Trend Briefing: GTB) 서비스는 연간 11,000건에 달하는 해외 주요

선진국들의 과학기술정보를 국내 연구자들에게 신속히 전달해 주는 서비스로, 2008년 기준

이용자는 28,000명에 달했다. 이 서비스는 교과부와 포항공대 등 55개 기관에서 온라인으로

기사서비스를이용했으며, 30여개기관은정간물형태로이용했다. 

이머징 이슈 분석사업(New&Emerging Signs of Trends : NEST)은 깊이 있는 정보분석을

통해 세계적인 R&D의 흐름을 읽고, 각 분야의 트렌드를 찾아내는 사업이다. KISTI는 미래 연

구개발 환경에 대한 상시적인 로벌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브레인스토밍, 델파이분석, 계량

분석 등을 추가해 기술변화의 징후들을 찾아냄으로써 국내 연구자들이 한발 앞서 미래 유망

기술을발굴, 선점할수있도록지원해왔다.

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성공을위한정보분석서비스

2008년부터는 과학기술산업 정보의 조사 및 분석체제 구축을 통한 기술사업화의 촉진을 전

략목표로삼아역량을집중해나갔다. 이를위해신기술의탐색및모니터링서비스체제를구

축하는한편조사및분석에기반하여중소기업의기술사업화지원기능을확대해나갔다. 

이의 일환으로 KISTI는 2008년에 R&D의 전 주기에 걸쳐서 정보분석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기술사업평가팀(2009년에 기술사업화정보실로 명칭 변경)을 설치하여 전국 과학기술정

보협의회 소속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정보분석 지원

및 유망아이템 발굴 지원활동 등을 활발히 전개했다. 이와 함께 2008년부터 R&D 경쟁정보

분석시스템개발에착수하는등지능화된R&D 기획지원도구개발에주력했다.

그리고 2009년 10월 15개 지역별 과학기술정보협의회를 전국 규모로 통합하여‘전국과

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출범시켜 중소기업에게 맞춤형 과학기술정보 및 첨단 분석정보

를제공하는등R&D의기획및컨설팅지원을강화했다. 또한슈퍼컴퓨팅인프라와첨단과학

기술연구망등을제공해기술개발활동을적극지원했다. 

이와 함께 미래기술포털인‘미리안(Mirian)’을 구축해 R&D 정보를 모니터링하는 한편

이슈기술 정보, 분석보고서, 미래기술연구 정보 등을 제공해 기술사업화를 촉진해 나갔다. 또

한 2010년에는 교과부로부터‘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를 유치해 관련 분야의 미래 전략핵심

기술과제의 발굴 및 정책동향 연구를 비롯해 정보의 수집·분석 지원과 함께 국제협력사업,

인력양성을통해연구성과를확산시켜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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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기업방문현장, 방문을마친박 서원장과참가자들

 kisti 제4부(3차수정완료)    2012.1.27 10:47 PM  페이지446   TG  2540DPI 150LPI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447

2) 정보분석사업의주요성과

정례행사로자리잡은미래유망기술세미나

KISTI의 정보분석 부문은 계량정보분석 기술을 기반으로 시작한 미래유망기술 발굴사업의

결과를 대내외적으로 발표하기 위해 2006년부터 미래유망기술세미나를 개최해왔다. 2006년

부터 2008년까지는 KISTI가 발굴한 미래유망기술 발표를 위주로 아젠다를 삼았다. 그리고 정

2011 미래유망기술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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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분석센터와 TCI사업단이 통합된 2009년부터 기존 아젠다 이외에 중소기업이 관심을 가질

만한내용들을추가하여정부의중소기업육성정책에적극부응해왔다. 

해마다 개최되고 있는 미래유망기술세미나는 산·학·연의 뜨거운 호응을 얻고 있다.

세미나 참석자 수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참석자들의 만족도 역시 매우 높아 명실공히

KISTI를대표하는가장중요한연중행사의하나로굳건히자리매김했다. 

2011년에는‘세계적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강소기업의 로벌 기술사업화’라는 주

제로 서울 COEX를 비롯, 전국 4개 도시에서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총 2,270 명이 참석한 가운

데 부산, 대구, 광주 지역은 화상중계를 통해 강연 내용이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지역 기업인

들에게 큰 호응을 불러일으켰다. 미래유망기술세미나는 중소기업 경 자들이 경 트렌드를

공감하고미래경 을준비하기위해가장경청하는세미나로자리잡았다.

중소기업R&D 기획지원체제의구축

R&D기획은 연구개발의 효율성과 사업화의 성공률을 높여주는 핵심단계이다. 대기업이나 연

구소 등에서는 이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고 철저한 R&D기획을 통해 기술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중소기업은 전문인력의 부족과 재정적 자원의 한계 등의 이유로 인해

적극적으로 R&D기획을 수행하는 데 많은 애로를 겪을 수밖에 없다. 중소기업의 이런 문제점

을해결해주기위해KISTI는‘신기술사업화평가사업’(2010년부터중소기업R&D기획지원사

업으로 변경), ‘개별기업 기술로드맵 지원사업’, ‘중소기업 통합 로드맵 구축사업’등을 전개

해왔다. 이로써미래신규시장개척을위한전략제품의발굴과신기술의개발타당성및성공

가능성진단등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을활발히추진해왔다.   

신기술 사업화평가사업은 2002년부터 시작되어 2010년까지 총 1,834개 기업이 지원을

받았다. 지원기업을 대상으로 기술개발 성공률을 조사한 결과, 86%의 높은 기술개발 성공률

을 기록했다. 그리고 R&D기획 지원을 통한 사업화 성공률은 41.4%에 달해 국내 중소기업의

평균 사업화 성공률인 15%에 비해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평가지원기업 중에서 사업

성이 높은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보유한 기업들은 중소기업청의 R&D자금을 지원 받도록 하

여기술경쟁력을제고하는데기여했다. 

그리고 개별기업 기술로드맵사업은 2008년부터 시작되어 2011년까지 109개 기업을 지

원하여 202개의 전략제품과 840개의 핵심 요소기술을 도출해 해당 제품별로‘기술-제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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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로드맵을 수립했다. 기술로드맵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은 약 47건의 관련 특허(실용신안)

등록(출원) 실적을 거두었고, 개발기술의 수준이 향후 5년 이내 세계 최고수준 대비 98% 정도

로 향상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중소기업의 신규시장 개척을 위한 기술개발 전략 수립에 중추

적인역할을했다. 

또한 중소기업 통합로드맵 구축사업은 중소기업이 향후 개발해야 할 기술을 발굴하여

R&D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KISTI는 기술성과 시장성을 고려하여 중소기업형 유망기술

을 발굴하고, 해당 기술별로 관련 전문가와 함께 로드맵을 작성하여 최종적으로 1,000개 이상

의 RFP를 도출했다. 중소기업청은 이 사업의 결과를 기반으로 R&D과제를 공모해 우수기업

에R&D자금을지원하는등KISTI는중소기업청의R&D정책개발에크게기여했다. 

충북지역과학기술정보협의회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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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수준의계량정보분석시스템(KnowledgeMatrix) 개발

KISTI는 2001년에 정량분석 중심의 정보분석 소프트웨어인 KITAS를 개발한 이후에 2002년에

웹 버전, 2004년에 정성분석을 추가할 수 있는 모듈을 개발했다. 이어 그동안 시스템 사용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시각화 기능을 추가하여 3세대 정보분석 소프트웨어인 KnowledgeMatrix

를 2007년에개발했다.  

KnowledgeMatrix는 논문 및 특허와 같은 정형화된 데이터는 물론 사용자 정의형 데이터

를 분석하여 숨겨진 지식을 찾아내는 분석시스템으로서, 연구개발 평가와 예측에 보다 손쉽

게 사용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그동안 선진국에서 독점하여 개발해오던 정보분석시스템을

KISTI의 자체 역량을 통해 독자 기술로 개발한 것으로, 한· 품사태깅(tagging), 자동데이터

정제, 차트분석, 클러스터링, Visualization 등의기능을갖추었다. 

이 시스템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상용 정보분석시스템의 장점들을 통합하여 국내 연

구기획 환경에 적합한 한국형 정보분석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KnowledgeMatrix는 특정

연구분야에서 연구성과가 높은 국가, 기관, 저자 등을 차트 형태로 서비스하며, 국가 간·기

관 간·저자 간 협력 맵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미래유망기술의 발굴, 국가 중점과

학기술 100대 기술의 수준평가, 융합기술의 정보분석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용되고 있다. 외

부 자문위원 평가 및 자체 벤치마크 테스트 결과, 행렬계산은 물론 시각화와 입력 데이터의

유연성 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뛰어난 연구결과의 보급·확산을 위

해 2011년 10월부터 미리안 홈페이지를 통해 무상으로 패키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2개월 만

에663명의이용자들이다운로드를받는등뜨거운호응을얻고있다. 

미래기술모니터링및분석체제를구축하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기술의 융·복합화가 가속화되고 미래유망기술 탐색이 이슈가 되는 혁

신주도형 국가 R&D 패러다임이 정립되었다. 이에 따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정보분석이 연

구개발의 핵심 요소로 부상했다. 이런 환경을 맞아 KISTI 정보분석사업은 2007년부터‘과학

기술의 프론티어를 최초로 감지하는 곳’이라는 연구사업 비전을 설정했다. 그리고 미래유망

기술 정보 모니터링과 분석에 전문화된 연구 역을 구축하고 전문가(지식) 네트워크에 정보

분석시스템을결합한차별화된정보분석서비스를제공해왔다.  

이의 일환으로 과학기술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계량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미래유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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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을 선정하는 모델을 개발하 고, 이를 통해 100대 급부상기술 및 신융합기술을 공표했다.

또한 연구개발 관련 환경정보를 모니터링한 후, 통계적 분석 및 브레인스토밍을 거쳐 변화 시

그널을 감지하고미래이슈를 도출하는시스템(New Emerging Singnals of Technology: NEST)

을 2007년에국내최초로개발했다. 이를통해과학기술이머징시그널을발굴했으며, 유망기

술 관련 전후방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제공하는 미래 포털(Monitor Information & Search

Opportunity: MISO, 이후에‘미리안’으로 개편)을 구축했다.  이러한 연구사업들은 국가 유

망과학기술 선정 및 평가를 위한 기반정보가 되고, 중소기업의 신규 아이디어 도출 및 R&D

방향설정에도유용하게활용되고있다. 

기술사업화정보지원체제의구축

KISTI는 2008년에 R&D의 전 주기적인 정보분석 서비스를 수행하기 위해 TCI사업단 내에 기

술사업평가팀을 설치, 운 했다. 기술사업평가팀은 기술사업성을 평가하기 위한 시스템 개

발을 비롯해 과학산업화 기반 연구와 효율적인 기술사업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화 전략기

획지원사업등을통해R&D 결과의사업화를지원해왔다.

공공기관최초로‘Frost&Sullivan GIL Award’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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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평가팀은 2009년에 부서 명칭을 기술사업화정보실로 변경하고 중소기업의 기술사

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이어 6개 지원조직을 총괄 운

한 2010년에는 전국 과학기술정보협의회 소속 중소기업들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32개 기업에 대한 맞춤형 기술사업화 정보분석 지원, 기업의 신수종 사업을 찾아주는 유망아

이템 발굴 지원, 해외 마케팅을 지원하는 로벌 협업지원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

써참여기업들로부터호평을받았다. 

특히 유망아이템의 발굴사업을 통해 지원한 (주)인텍플러스는 KISTI가 발굴한 아이템의

사업화를 통해 약 70%의 매출성장을 기록하면서 코스닥에 상장되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

럼 수년에 걸쳐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해 노력해온 결과, KISTI는 국내 공공기관 최초로 2010

년에 세계적인 정보분석기관인 Frost & Sullivan으로부터 기술혁신을 성공적으로 지원하는 기

관에수여하는‘Frost & Sullivan GIL Award’를수상하는 예를안았다. 

지능화된R&D 기획지원도구의개발

2008년 들어서는 R&D기획 전반에 대한 정보분석지원 도구를 개발하는 연구를 수행했다.

R&D 기획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기업의 실패 확률을 줄이고 효율적인 R&D 의사결정을 지원

하기 위한 취지로 기술경 학적인 관점에서 시작되었으나, KISTI는 계량적 방법론과 IT기술

을접목하여지능적인정보지원시스템의발전을주도해나갔다. 

특히 KISTI는 R&D 기획 모델 및 방법론의 소프트웨어적인 구현과 기획 관련 시스템 및

분석도구 등을 한 곳에서 활용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의 개발에 주력하여 R&D 경쟁정보 분석

시스템을비롯해산업시장정보분석시스템및기술기회발굴시스템의개발에착수했다.  

이 중에서 R&D 경쟁정보 분석시스템의 경우, KISTI는 2010년까지 유사특허 탐색모델,

무역역조 탐색모델, 경쟁자 프로파일 분석모델, 유망특허기술 탐색모델 등을 탑재한 1세대

시스템의 개발을 완료했다. 그리고 산업시장정보 분석시스템 및 기술기회 발굴시스템은

2011년 현재 초기 플랫폼 개발과 모델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이처럼 지능화된 R&D 기획지

원 도구는 R&D 기획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담보함은 물론 향후에 국가 연구개발전략에 대한

의사결정지원시스템으로활용될것으로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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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의출범

KISTI는 2004년에 3개 지원조직을 발판으로 연구원의 고객 중에서 각 지역의 기술혁신 주체

들을 대상으로 클러스터를 구축, 운 해왔다. 이후 점진적으로 클러스터의 규모를 확대해오

다2008년부터클러스터를과학기술정보협의회로개칭하고규모를급속히확대해나갔다. 

2009년에는 전국 15개 시·도 지역의 기업체, 대학,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등의 CEO와

CTO, 교수, 핵심 연구자 등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협의회 위원 위촉활동을 활발하게 펼쳤다.

그 결과, 총 6,000여 명의 위원을 확보하여 중소기업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업들을

추진해왔다. 그리고 2009년 10월 22일 마침내 15개 지역에 흩어져 있는 각 지역별 과학기술

정보협의회를 전국 규모로 통합하여‘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출범시키기에 이르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창립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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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날 개최된 창립총회(초대 회장: 홍성희 부산협의회장, 동화엔텍 대표)는 15개 지역 과

학기술정보협의회 임원진 350명 등 500여 명이 참석해 성황리에 진행되어 과학기술정보협의

회활동을더욱확산하는계기가되었다.  

KISTI는 과학기술정보협의회를 통해 중소기업에게 과학기술정보를 제공하고 첨단 정보

분석을 통해 R&D의 기획 및 컨설팅을 지원해주고 있다. 또한 슈퍼컴퓨팅 인프라와 첨단과학

기술 연구망 등을 제공해 기업의 기술개발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주고 있다. 아울러 중

소기업이 대학과 국공립 연구기관 등의 연구자로부터 전문적인 자문을 얻을 수 있도록 휴먼

네트워크도구축, 운 하고있다. 

2011년 12월 기준,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 위원 수는 11,862명에 달하며, KISTI는 이들

회원을핵심고객으로삼아집중적인지원활동을전개해오고있다. 

<표4-18>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위원현황(2011년12월기준)

서울/강원 경인 충청 대구/경북 부산/울산/ 호남
경남

학계

산업계

2,945

1,090

1,855

2,207

571

1,636

2,109

936

1,173

1,498

637

861

1,729

443

1,286

1,374

684

690

(총인원:11,86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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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기술포털‘미리안(MIriAn)’서비스개시

미래기술포털인 미리안((http://mirian.kisti.re.kr)은 기업을 비롯한 일선 연구현장에서 경험하

는큰어려움중의하나인연구주제를결정하는일을지원하기위해2009년에구축되었다. 미

리안의 정식 문명은‘Monitor Information of R&D and Insightful knowledge Alerting

Network’로, R&D 정보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 통찰력 있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주요기능으로하고있다.  

미리안의주요콘텐츠는 로벌동향브리핑을비롯해KISTI의연구진이선정한200개이

슈기술 정보, 분석보고서, 미래기술연구 정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로벌 동향브리핑은 다

년간의과학기술정보를축적한것으로, 해외선진국의과학기술동향정보를빠르고정확하게

제공해호평을받고있다. KISTI는미리안회원에게무료로 로벌동향브리핑정보를제공하

고있으며, 웹사이트뿐아니라RSS 및메일링서비스도이용할수있다.

이슈기술은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과학기술로, KISTI는 국내외의 저명한 기관에

서 발표한‘미래유망기술(2004~2009)’을 총망라해 조사하고, 전문가의 검수를 거쳐 최종 200

개의 이슈기술을 선정했다. 이런 이유로 미리안이 제공하는 이슈기술은 국내 R&D 연구자가

반드시알아야하는미래핵심기술로인식되고있다. 

미리안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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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보고서는 R&D 정보에 대한 심층보고서로, KISTI에서 정보분석활동을 수행하면서 작성

한 보고서와 고경력과학기술인(ReSEAT)이 제공하는 보고서로 구성된다. 이 밖에도 양질의

다양한보고서를제공하기위해정보출처를다양화하고있다. 

미래기술연구는 정보 이용자들이 국내외에서 발표한 미래 유망기술정보를 국가·기

관·기술분야·연도별 등으로 검색,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490개의 미래 키워드는 향후

R&D를가늠해보는잣대가되고있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의유치

KISTI는 2003년 7월부터 과학기술부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나노기술종합정보지원

체제 구축사업”을 3단계에 걸쳐 9년 동안 총 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수행해왔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KISTI는 국내 유일의 나노기술정보지원 및 정책연구기관으로서 나노기술정보를

나노기술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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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적으로 수집·관리·지원함으로써 세계적 수준의 나노기술정보 경쟁력을 확보했다. 나

노넷을비롯해나노위클리, 나노기술연감, 나노분석보고서등다양한연구성과를발표하면서

나노기술정보분야에서독보적인위치를차지해왔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KISTI는 2010년에 교과부로부터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아‘국가나노

기술정책센터’를유치했다. 국가나노기술정책센터는‘선택과집중’을통한효율적인나노기

술 투자및 정책수립, 그리고국제이슈에신속히대응한다는 취지로설립되었다. 나노기술정

책센터는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포함한 나노분야 중장기 정책수립 지원, △유망기술 도

출을 통한 미래 전략핵심 기술과제 발굴 및 정책동향 연구, △나노분야 정보수집 및 분석 지

원, △국제협력사업및인력양성을통한연구성과확산등의역할을수행하고있다.  

3) 정보분석사업의향후계획

정보분석부문은 정보 분석 인프라 고도화를 위해 R&D 기획, 개발 및 사업화 단계별 맞춤 정

보 제공을 확대하고 계량정보 분석과 시맨틱 기술을 융합한 기술기회 탐색지원체제를 미래

성장 역으로선정하여육성할계획이다.

특히 1사 1연구원 정보지원체제 등 'One+One파트너십' 확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지

원함으로써 출연(연)의 나눔 문화로 발전시키고 출연(연)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하는데 앞장

서나갈계획이다.

이와 함께 KISTI의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을 대학으로 이전 확산시켜 대학의 R&D 성과가

사업화로 이어지는데 기여하는 등 국가 기초·원천기술 R&D 핵심정보의 지속적 지원과 성

과의사업화에모든역량을집중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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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의지식정보환경을보면정보량의폭발적인증가와더불어정보소비자가정보생산자

가되는SNS 환경으로변하고있다. 이러한정보의홍수속에서유용한정보를제대로찾기쉽지않고

고급정보의가치는변함없이높은대가를지불해야한다. 정보분석활동은수요자가원하는고급정보

를얻기위한지식탐색(Knowledge Discovery)활동이라고할수있다. 정보분석은요리에비유되곤한

다. 수많은식자재(정보) 중에서좋은재료를찾아내고고객의요구에맞게다양한형태의음식(분석정

보)을만드는것처럼, 정보분석은수요자의정보요구에맞게정보를조사하고분석하여종합하는행위

이다. 정보분석에는정보자원(재료), 정보분석매뉴얼(레시피), 정보분석툴(조리기구), 정보분석전문가

(요리사)가있어야하고, 이러한요리를주문한정보수요자(손님)의5박자가맞아야하는것이다. 따라서

정보분석은전문적이고체계적인시스템을갖추어야한다. 주위에정보는널려있지만대부분의유용

한고급정보는공개된정보를어떻게잘수집, 분석하느냐에달려있다. 정보활용능력이어느때보다

중요한시기이다. 기업인이나연구원들이다양한연구개발활동과관련된정보를체계적으로수집, 활

용하기란쉽지않다. 또한가지중요한것은정보는연구개발과공생관계(Symbiosis) 라는것이다. 따

라서정보의양과패턴및형태를잘분석하면지식의모양과수준및흐름을알수있다. KISTI의정보

분석은수요자의요구에의한논문및특허등의기술정보조사로부터시작되었다. 1980년대와그이

전에는주로외부의산·학·연에맞춤형정보조사를수행해왔다. 1990년대들어상대적으로단순한

기술정보이외에다양한정보자원을수집, 분석하는산업시장정보에대한수요가많아지면서특히기

업등을대상으로고급정보를제공해왔다. 이시기에는산업시장정보 이외에도기술및산업시장정

보의조사와분석을동시에수행해왔다. 2000년대이후에는보다체계적이고전문적인분석정보가제

공되었다. 이전에도일부수행되었던기업등에대한사업타당성및미래유망사업아이템발굴사업등

이본격적으로전개되었다. 또한기술정보분석 역은정보의계량적분석과전문가네트워크를통한

로벌기술동향및미래기술탐색정보등이제공되었다. 최근에는정보분석 역의타깃수요자를전

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전국산·학·연11,862명) 회원으로집중하여미래기술정보탐색과미래유망

기술발굴로 역을전문화해서비스하고있다. 정보분석사업은정보분석을위한정보자원, 정보분석

모델, 정보분석전문가의요소가잘결합되어야한다. 이를위해정보분석자원및시스템을보다전문

화하고, 이를바탕으로개별연구원의전문 역을계발하고자한다. 정보분석은분석자의통찰력과경

험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으로는 최근 급속히 발달하고 있는 지식기술(Knowledge technology)과

지식탐색모델(Knowledge discovery model) 및정보분석용정보자원을확충하여미래형정보분석기반

연구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한다. 또한 전국과학기술정보협의회(ASTI)를 지식생태계의 근간으로 만들

어자율적인지식의교류와지식의거래가이루어지는체제를구축해나갈것이다.

문 호
(정보분석부문, 재직기간 : 1986. 1 ~ 현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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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수요자중심의슈퍼컴퓨팅환경및서비스제공

1) 선진국수준의첨단인프라구축

조직개편및선진국수준의인프라구축확대

KISTI의슈퍼컴퓨팅사업은2000년대중반이후‘Enable discovery’를모토로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를 구축하여 국내 계산과학공학자들에게 사이버 연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전

략을 추진해오고 있다. 무엇보다 연구의 패러다임이 국가 간·학문 간 연구 융합으로 전환됨

에 따라 기능별로 구성되어 전문화된 연구 업무를 수행해오던 3개 사업단(슈퍼컴퓨팅센터,

CNI사업단, e-Science사업단)을 하나로 통합하여 2008년에 슈퍼컴퓨팅본부로 발전했다. 이를

통해 슈퍼컴퓨터와 과학기술연구망이 융합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과학기술자에게 제공

하기위해중복기능을배제하고, 인력의재배치를통해업무의효율성을높여나갔다. 

이러한 기반 아래 슈퍼컴퓨터와 과학기술연구망과 같은 초고속·대용량의 정보 처리 및

전송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국내 과학기술자들에게 효율적으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선진

국 수준의 인프라를 구축, 제공하는 노력을 전개해오고 있다. 2010년에는 세계 14위권의

360TFlops급 슈퍼컴퓨터의 도입을 완료했고, 세계적 수준인 100Gbps급의 연구망을 구축, 운

하고 있다. 아울러 전국에 분산된 소규모의 슈퍼컴퓨터 자원을 연동하여 유휴 자원의 활용

도를 제고시키기 위해 KISTI 슈퍼컴퓨터보다 소규모의 컴퓨팅 자원을 요구하는 연구를 분산

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의 일환으로 분산된 이(異) 기종의 슈퍼컴퓨터

의연동을가능하게하는그리드컴퓨팅과클라우드컴퓨팅기술개발을강화해나가고있다. 

연구개발결과물의활용확대및사용자만족도의극대화추구

슈퍼컴퓨팅사업은 사이버인프라 자원의 제공뿐만 아니라 이들 자원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

을위한e-Science 연구환경등다양한도구들을연구개발하고있다. 이들도구들은사용자들

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개발 전에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개발 도구의 사양과 활용목적을 정의

하고, 개발후에는활용도에따른개발업무를평가받을수있는체제를수립, 운 하고있다. 

그리고 인프라와 개발도구를 공급자 우선의 서비스 제공이 아닌, 사용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을 위해‘찾아가는 서비스’와‘사용자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사용자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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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팅워크숍

프랑스국립과학연구소와e-Science 연구환경구축을위한양해각서체결(2007. 4.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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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품질을 연구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반 하기 위한 정책 및 체

제를 수립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연구망의 경우, 응용연구 분야별 특화

망(고대역 논리망)을 구성하여 관련분야 연구의 특성에 따라 망을 구성, 제공하고 있다. 연구

망을 통한 연구결과의 전송은 정보 보안이 생명이므로, 연구망 가입기관을 중심으로 과학기

술정보보호센터를설립하여연구정보의보호를강화하고있다.

슈퍼컴퓨터활용 역및사용자확대

2000년대 중반까지 슈퍼컴퓨터는 첨단 과학기술 응용연구 역에 주로 활용되어왔다. 이후

에 슈퍼컴퓨터의 도입이 횟수를 거듭해감에 따라 성능이 비약적으로 향상되어 슈퍼컴퓨터의

활용범위를 확대해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슈퍼컴퓨터 3호기 도입 이후부터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제품 설계 및 생산, 상산업에서의 컴퓨터그래픽 및

애니메이션 제작, 국민생활과 접한 관련이 있는 뇌과학, 기상/기후, 항공/천문우주, 국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슈퍼컴퓨터의 활용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슈퍼컴퓨터의 잠재적 사용

자를 확보하기 위하여 첨단 과학기술연구자를 중심으로 산업기술자 및 대학 등으로 슈퍼컴

퓨터활용교육을확대해나가고있다.

로벌협업연구의강화

로벌 협업 연구를 강화하기 위해 해외 대형 공동 연구장비(예: 입자가속기, 전자현미경 등)

로부터 발생되는 대용량 연구데이터를 저장·처리·전송하기 위한 로벌 데이터 허브센터

를 구축하여 국내 관련 연구자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이는 기존의 슈퍼컴퓨터와 연구망의 서

비스를 기반으로 슈퍼컴퓨팅본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기능을 하

고 있다. 이를 위해 해외 선진 연구기관과의 MOU 체결 및 연구자 파견 등을 통한 협력연구를

더욱강화하고있다.

2) 슈퍼컴퓨팅사업의주요성과

슈퍼컴퓨터4호기도입및전략지원프로그램의운

KISTI는 2010년에 슈퍼컴퓨터 4호기의 도입을 완료했다. 이로써 슈퍼컴퓨터의 성능을 대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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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19> 슈퍼컴퓨터4호기의성능

구분 도입전 도입후 향상도

성능 4.3TFlops 360TFlops 84배

대형작업당
최대 512개 최대 23,000개 45배

사용가능한CPU

작업공간 500GB 1TB 2배

개선하여 국가 임무형 과제를 비롯해 거대 문제해결에 적극 활용해 나갔다. 2010년 11월에는

슈퍼컴퓨터 4호기 사용자 서비스 오픈 기념행사와 함께 공식 가동식을 가졌다. 슈퍼컴퓨터 4

호기는 성능 면에서 해외 선진 수준(2010년 기준 세계 14위)을 갖추어 우주탐구, 핵융합, 단백

질구조분석 같은 거대연구는 물론 금융과 컴퓨터 그래픽스 등 다양한 응용분야에 적용되는

최적의환경을제공해오고있다. 

KISTI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슈퍼컴퓨팅 계산자원과 기술을 동시에 제공해 연구 효율성

을 극대화하기 위해 2000년부터 전략지원 프로그램을 운 해오고 있다. 전략지원 프로그램

은 국가 차원의 우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전략과제 프로젝트를 비롯해 슈퍼컴퓨터가 아니

면 해결하기 힘든 초대형 응용연구를 발굴해 지원하는 거대도전과제, 학술진흥재단 연계과

제, 중점지원과제, 핵심과학자지원과제, 연구거점지원과제등으로나누어추진해왔다. 

2010년에는 슈퍼컴퓨터의 전략지원 프로그램을 혁신해 자원 요구량과 성격에 따라 재분

류하고, 전략과제종합정보시스템을구축해중소규모의창의연구, 대규모의거대도전연구, 국

가현안과제로재편했으며, 연 2~4회공모절차와내외부심사를거쳐대상자를선정해왔다. 이

와함께거대계산문제를외부연구자와KISTI가공동으로해결하는거대도전연구분야를개시

했다. 2010년현재59개과제를선정하여1억3천슈퍼컴퓨터CPU Time을지원하고있으며, 이

로써국가임무형과제및거대문제해결을위해슈퍼컴퓨터의활용을활성화해나가고있다. 

2011년 현재, 200여 개의 국내 핵심연구기관에서 슈퍼컴퓨터를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세계 최초로 탄소 나노튜브 기술의 개발(서울대 임지순 교수)과 심근경색·심정맥혈전 등의

치료제개발(LG화학) 등다양한연구성과를창출하고있다. 슈퍼컴퓨팅본부는2008년에지난2년

간의연구결과물을수록한「한계없는비상」을펴낸데이어, 2010년에슈퍼컴퓨터와고성능연구

망의활용성과를담은「Super Science 2009」를발간해성과를지속적으로확산해나가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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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컴퓨터4호기가동기념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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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슈퍼컴퓨팅공동활용체제의구축(PLSI)  및운

국가슈퍼컴퓨팅공동활용체제구축사업(PLSI)은전국에분산되어있는이(異) 기종의슈퍼컴

퓨팅 자원을 하나의 시스템처럼 묶어 단일창구를 통해 활용하는 사업으로 2007년부터 시작

되었다. 2008년에는 국내 4개 기관(서울대, 부산대, KIST, KISTI) 간 공동활용체제를 구축했으

며, 2009~2010년에경기권, 호남권, 남권등연구및산업클러스터거점을중심으로주축자

원과연동을추진해왔다. 

2011년 기준, 국내 11개 기관의 국내 슈퍼컴퓨터센터와 파트너십을 구축하여

82TFlops(TFlops: 1초당 1조 번의 연산처리) 성능의 슈퍼컴 자원과 연동하여 통합서비스 환경

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슈퍼컴퓨터센터의 자립화와 활성화를 지원하면서 낙후된 지역

슈퍼컴퓨팅생태계의구축을촉진시키는역할을하고있다.

2011년부터는 주축 및 권역 중심축 주변의 자원을 지역적으로 분할 연동을 추진함으로

써 국내 슈퍼컴퓨터들을 첨단연구망인 KREONET을 통해 거대 통합인프라로 재구성하여 이

를 공동 활용하는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이어 2012년부터 14개 센터에 400TFlops 성능

을갖춘자원연동서비스를제공한다는계획이다.   

슈퍼컴퓨팅센터홍보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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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동중인슈퍼컴퓨터4호기

로벌대용량실험데이터허브센터디스플레이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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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슈퍼컴퓨팅육성법제정에기여하다

국가슈퍼컴퓨팅 생태계를 견고하게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발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KISTI의

헌신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의 정책적인 지원과 관련 연구 커뮤니티의 관심이 절대적이

다. 이를위해KISTI는지난10년간추진해온‘국가슈퍼컴퓨팅육성법’의제정을지원했다. 그

리고 한국계산과학공학회 설립을 주도하여 슈퍼컴퓨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외부지원을 강화

함으로써새로운도약의초석을다지고있다.

466 Evolution ❹ 융합과 비상

국가슈퍼컴퓨팅육성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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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7일에는 정두언 의원(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대표 입법 발의로‘국가 초고

성능컴퓨터 활용과 육성에 관한 법률’(법률 제10770호)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고성능 컴퓨터

의 국가적 활용 및 육성을 통해 과학기술의 혁신은 물론 국가 경쟁력 강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고성능컴퓨팅 관련 법안은 1991년에 미국에서 앨고어 상원의원이 발의하여 제정한

바 있고, EU는 물론 일본, 중국, 러시아 등의 국가도 관심이 높다.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두 번

째로 고성능컴퓨팅의 활용과 육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IT인프라 강국을 넘어 IT활

용과 IT정책의선도국가로부상하게되었다. 

특히 국가 슈퍼컴퓨팅육성법 제정을 위해 KISTI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지속적인 활동을 추

진해 의미가 남달랐다. KISTI는 2001년 이후‘국가 슈퍼컴퓨팅 육성’을 위해 수많은 토론회

및강연회를비롯해입법을위한지원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해왔다.

이 법안에는 고성능컴퓨팅의 인프라를 국가 차원에서 기획·관리·육성하고 경제발전

과 삶의 질 향상, 국가안보, 그리고 과학기술 혁신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초고성능컴퓨팅센터를 설립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처

럼 국가 슈퍼컴퓨팅육성법이 제정됨에 따라 KISTI는 국가 슈퍼컴퓨팅센터로서 슈퍼컴퓨팅

육성을 위한 국가계획 수립과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기관의

위상과역할도한층제고하게되었다. 

100G 급국가과학기술연구망구축및운

KISTI는 국내 200여 개의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고성능 네트워킹 환경을 제공하여 국내 연구

자에게 첨단 과학기술분야의 네트워킹 협업 연구환경을 구축, 운 해오고 있다. 특히 2010년

3월부터 서울~대전에 100기가급 초고속 백본 네트워크를 비롯해 전국 16개의 지역망 센터에

연결된국내과학기술연구자에게10기가급이상고성능의연구망서비스를제공하고, 실시간

<표4-20> 세계수준의과학기술연구망백본설계구축(KREONET, GLORIAD)

구분 2009년 2010년 비고

국내백본 30기가급 100기가급 -운 효율확보(가동률 100%)

국제백본 10기가급 12.5기가급 -효율적백본계약(연 14억원예산절감)

지역망센터확대 14개소 16개소 신규(울산, 송도)

차세대융합망테스트베드 4개소 6개소 신규(대구, 오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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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운 ·관리하고 있다. 서울~대전 간에 구축된 100기가급 초고속 백본 네트워크는 미국

과네덜란드등선진국들과대등한수준이다. 이처럼성능이한층높아짐에따라국내슈퍼컴

퓨팅, 고에너지물리, 천문우주, 기상기후, 의료과학 등 첨단 과학분야에서 많은 우수한 연구

성과들이창출되고있다.

또한전세계16개국(한국,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등)을직접연결하는세계최초의12.5

기가급의 고성능 광 네트워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국내외 과학연구자에게 로벌 협업연구환

경을 제공하고 있다. KISTI는 한국~미국 간, 한국~홍콩 간의 10기가급 연구망을 관리·운

하고 있으며, 광 네트워킹 기술을 기반으로 한 교환노드를 구축, 운 해오고 있다. 그리고 전

세계 약 3만 개의 국제 연구네트워크가 1기가 이상의 속도로 직접 연동하여 국내 연구자들에

게 대형 가속기 실험데이터 등과 같은 첨단 과학기술 국제 공동연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획

기적인연구성과를창출하고있다. 

KISTI는 해마다 국가과학기술연구망(KREONET, GLORIAD)을 활용한 첨단 응용연구 분

야의 우수성과사례집을 발간하여 다양한 연구자원과 인력자원을 연계할 수 있도록 정보를

확산해나가고있다. 

로벌대용량데이터허브센터의구축

KISTI는 2008년 2월부터 교과부 지원사업으로 사이버 R&D 인프라 구축 활용방안 연구를 시

작했다. 이어 그해 8월 과학기술기본계획의 과학기술 하부구조고도화 7대 시스템 선진화의

하나로 국내외 첨단 연구 대형시설 실험데이터 공동활용 지원계획을 수립했다. 그리고 교과

부의 지원 기획과제로 2009년 6월 로벌 첨단 실험데이터의 확보 및 공유를 위한 연구인프

라구축과발전방안기획연구를수행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2010년 4월 기초연구 실험데이터 로벌 허브 구축사업을 본격 추진

해 7월 23일 교과부 지정으로‘ 로벌 대용량 실험데이터 허브센터(Global Science

experimental Data hub Center: GSDC)가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KISTI는 미국의 FermiLab, 일

본의 KEK 가속기연구소, 스위스의 CERN에서 운 하는 세계 최대의 양성자 가속기 같은 첨

단 연구장비와 거대 관측장비 및 모의실험에서 발생하는 대용량 실험데이터를 확보, 공유함

으로써 국내 연구자들이 손쉽게 대용량 실험데이터를 활용해 R&D를 수행하는 기반을 마련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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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벌대용량실험데이터허브센터준공식

로벌대용량실험데이터허브센터MOU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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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의구축및운

KISTI는 과학기술 분야의 핵심 연구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보호하여 침해사고의 피해를 최

소화하는 동시에 사전예방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취지로 2005년에 과학기술사이버안전센터

(S&T-SEC)를 개소했다. 이 센터는 실시간으로 상황관제를 비롯해 정보보호 기술분석, 침해대

응 기술지원, 사업기획및대외협력등 4개그룹으로운 되면서해킹, 웜 바이러스등 사이버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상황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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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협으로부터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위험상황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응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해왔다. 

특히 자체적으로 개발한 종합정보분석시스템으로 공격 시도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수집,

분석하여 시스템에 사고 내역을 등록하고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해 대상기관에 대한 대응 및 지

원을제공하고있다. 2010년에는1,915건의침해위협시도를탐지및분석해대상기관에고지

하여 기관이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지원했는데, 탐지 정확도는 평균 98.8%로 매우 높은 수

준을유지하고있다.  

2011년 기준, 과학기술정보보호센터는 과학기술분야 37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핵심 정

보자원을 해킹 등 침해사고로부터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실시간 사이버 공격

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여 적절한 대응지원 체계를 수립, 지원해오고 있다. 또한 정보시스템

에 대한 취약점 점검을 분석해 사이버 침해사고를 예방함으로써 DDoS 대란과 같은 사이버

공격이발생했을때, 정부출연연구기관의좀비PC 발생을방지했다. 

e-Science 연구환경구축에앞장서다

국가 e-Science구축사업은 첨단 연구장비를 비롯해 대용량 데이터와 연구인력 등의 연구자원

을사이버공간을통해원활히활용할수있도록e-Science를구축하는국가사업으로, 2005년 4

월 착수되었다. 이후 2005년 11월 국가 e-Science구축사업의 연구성과 시연, 2006년 7월 e-

Science KISTI Top Brand 선정, 2007년 1월 e-Science사업단조직강화및 Top Brand 사업착수,

2008년 9월 e-Science KISTI Top Brand(K e-Science) 결과학술대회, 2009년 3월PRAGMA 16 국

제행사주관등일련의과정을거쳐선진국수준의e-Science 연구환경을구축해나가고있다.

e-Science 연구환경이 구축되면 연구자들은 시공의 제한 없이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연

구개발을 수행할 수 있다. 전 세계에 산재해 있는 슈퍼컴퓨터, 천체망원경, 입자가속기 같은

고가의 연구장비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게놈 데이터와 고화질 상 같은 대용량 정보를 실시

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미국, 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많은 예산을 투입해 e-

Science 연구환경을구축, 운 하고있다. 

이런 환경에서 우리나라는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생존전략은 물론 연구개발의 거대

화와 기술의 융합화 및 첨단화 시대를 맞아 e-Science 연구환경의 구축이 요구되었다. 우리나

라는e-Science의성공가능성이매우높다. 뛰어난국가과학기술경쟁력에세계최고수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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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e-Science 연구환경의 조기 구축이 가능하다. 그리고 KISTI가 사이

버인프라구축의중추기관으로서핵심역량을보유하고있다. 

국가 e-Science구축사업은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KISTI가 중심이 되어 대학 및 전문연구

기관과의 긴 한 협력을 통해 국내 주요 과학기술분야 e-Science 시범환경 구축과 이에 필요

한 공통 소프트웨어의 개발이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 국내 e-Science 포럼 개최 및 해외 20여

개국가30여개기관과의협력을통해세계적인e-Science 환경을구축하고있다.

KISTI는 2005~2008년까지 e-Science 시범 응용 연구환경을 구축하여 소규모로 국내 중심의

Global Collaboration

Multi-Disciplinay Multi-National Multi-Site

초대형슈퍼컴퓨터및저장장치

고성능네트워크, 국가별초대형슈퍼컴퓨터및저장장치

Experiment

Co
m
pu
ta
tio
n Theoty항공기설계

전세계기후예측

세계최대

항공기설계

전세계기후예측

신물질생성원리규명 우주개발 신약물질개발

e-Science 구축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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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사업을전개해왔다. 이어2009~2011년에e-Science 전문응용연구환경및기술지원센터를구

축하여e-Life Science, e-Physics, e-Engineering, e-Geo Science 등의분야에서본격적으로국제공동/

협업연구를수행하고, 2012년이후에선진국수준의e-Science 환경을구축한다는계획이다.

클라우드컴퓨팅테스트베드구축및기술연구개발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이란 컴퓨터를 개인이 보유하지 않고 슈퍼컴퓨터처럼 공

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로 전환하여 인터넷을 통해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하

한국클라우드컴퓨팅협의회추진위원회발족식및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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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것을의미한다. 이를위한기반구축사업인클라우드컴퓨팅테스트베드는정부주도에의

해 민간 기업이 다양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시험하기 위해 구축하는 것으로서,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행정안전부·방송통신위원회가2014년까지 클라우드컴퓨팅 시장의 활성

화를위해총614억원을투자하면서개시되었다. 

클라우드 컴퓨팅 테스트베드를 구축한 KISTI는 다양한 과학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컴퓨

팅 환경을 곧바로 생성해 제공하는 맞춤형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클라우드 서비스

를 활용해 확장성 있는 자원서비스 기술과 가상머신 기술, 그리고 다양한 분산컴퓨팅 서비스

를 연계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천문학, 유전학, 신약개발 등의 분야에

시범적으로활용하면서가능성을넓혀나가고있다.

슈퍼컴퓨팅을활용한중소기업의지원강화

산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고기능·고정 의 제품설계가 요구되는 만큼 슈퍼컴퓨팅

의 지원이 절실한 반면, 막대한 투자비용으로 인하여 슈퍼컴퓨터와 응용 소프트웨어를 도입

하기 어렵고, 슈퍼컴퓨팅 기술의 활용에 필요한 전문인력도 부족하다. 산업체의 이런 어려움

을 인식한 KISTI는 1998~2000년까지 초고속응용기술지원사업을 통해 50여 개의 산업체 기술

지원 활동을 전개해왔다. 이어 2003년에는 구조 및 열유체 분야의 3개 업체를 선정해 산·

학·연협력을통해기술을지원했으며, 2004년부터지원사업을전국단위로확대운 했다. 

이후 KISTI는 2007년부터 중소기업청의 지원으로‘첨단 장비활용 기술개발사업’을 시작

했다. 이 사업은 국내 중소기업을 위해 제품개발의 핵심인 설계단계에서 슈퍼컴퓨팅·가시

화·시뮬레이션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제품개발 비용과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경쟁력

있는 제품의 생산을 촉진시킨다는 취지로 시작되어 2007년에 49개 기업(1억원/연간)을 지원

했으며, 2008~2011년에 매년 40여 개 기업(1.5~2억원/연간)을 선정하여 슈퍼컴퓨터 활용 기

술개발을 지원했다. 그리고 해마다 슈퍼컴퓨터를 활용한「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성공사례

집」을발간해대외적으로성과를확산시키고있다.

KISTI는 고성능 가시화기술을 이용한 제품 디자인 및 가시화, 슈퍼컴퓨팅 기술을 이용한

제품 시뮬레이션, 중소기업을 위한 슈퍼컴퓨팅 활용·응용 기술에 관해 전문가를 지원하고

있다. 이로써 기업체들은 제품개발 시간 및 비용을 평균 40% 이상 절감함은 물론 매출이 약

20% 이상증가하는성과를거두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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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인프라활용을선도하는응용연구수행

KISTI는 슈퍼컴퓨터 및 슈퍼컴퓨팅 기법을 활용해야만 연구가 가능한 계산과학분야를 개척

하고 선도하기 위해 사이버인프라 기반의 기술개발 및 응용연구를 2009년부터 수행해오고

있다. 2010년 12월 현재, 박테리아 DNA연구, 수치상대론/중력파 데이터 분석, 공학 최적설계

부문을중점연구하고있으며, SCI/SCI-E 논문및각종학술대회발표를통해자체적인연구역

량을확보해가고있다. 

또한 관련 연구분야를 선도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워털루대학, 하버드대

학, 동경대학, LIGO, 한국중력파연구단, 한양대, 서울대, KAIST 등과 국내외 공동연구를 수행

해오고 있다. 일례로 KISTI의 우수한 컴퓨팅 자원과 환경을 국내 연구자와 공유하여 중력파

검출 데이터 분석을 위한 국제 공동연구에 참여했으며, 국내 산·학·연의 기술협약을 통해

도시철도장비의국산화에기여하고있다.

이 밖에도 사이버인프라 기반의 계산과학 및 공학 부문의 연구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워

크숍 및 세미나를 개최하면서 국내 연구자들과 소통을 꾀하는 한편, 계산과학 및 공학 부문의

후학을 양성하고 있다. 아울러 일반인들을 위해 해마다‘아·태이론물리센터’와 공동으로

국제스쿨을개최하여과학의대중화에힘쓰고있다.

한국계산과학공학회창립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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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슈퍼컴퓨팅사업의향후계획

슈퍼컴퓨팅 사업은 보유한 슈퍼컴퓨팅 자원의 활용 기반을 확대해 우리나라가 슈퍼컴퓨팅

강국으로 진입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나가고 있다. 이를 위해 세계 10위권 이내의 슈퍼컴퓨터

5호기 도입을 준비하고 교육, 문화, 등 이종 분야와 슈퍼컴퓨팅 기술을 융합함으로써 슈퍼컴

퓨팅활용 역을극대화해나갈예정이다.

특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핵심연구자원 보호 및 안전한 연구 환경 조성을 위한

과학기술정보 보호 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이버안전 관련 기능 연구를 집중 육성하고 과학기

술분야에특화된보안관제, 침해대응인프라및서비스를확대할계획이다.

향후에도 사이버 상에서의 위협 요소를 극소화하기 위한 전략과 첨단 R&D 인프라 기반

의혁신적연구환경제공을목표로연구사업을추진해나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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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I에서보유한슈퍼컴퓨터와고성능연구망은대형국가현안연구과제를해결할수있

도록지원하고있으며, 연구자들에게만족할만한컴퓨팅자원을제공하여수많은연구성과를도출해

내고있다. 또한기존의실험실에서직접실험과관찰을수행하던연구수행의방법을모사와해석을

통한컴퓨터모의실험으로전환하여연구소요기간의획기적인단축은물론, 연구자원투입의절감으

로연구생산성제고에큰기여를해오고있다. 

이러한국가과학기술연구망과슈퍼컴퓨터는국내과학자들이 로벌환경에서신기술을받아들이

고, 혁신적인기술을창출하여과학기술의 로벌생태계에서적용하고민첩하게대응할수있도록뒷

받침해주는중요한자원이자토양이다. 

우리나라처럼네트워크, 콘텐츠, 슈퍼컴퓨터를함께보유하고있는정보기관은거의없다. 그런만

큼잠재성이크다고할수있으며, 이런자원을잘활용하면큰시너지를발휘할수있다고본다. 그리

고 국가 GRID기반구축사업은 슈퍼컴퓨팅본부가 단순한 운 실이 아닌 연구개발 중심으로 발전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정부 수탁사업으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연구개발 인력을

대폭확충하는물꼬를텄다고할수있다. 이를기반으로하여국내외를초고속으로연결하는과학기

술연구망(KREONET)과 로벌과학기술협업연구망(GLORIAD)을통해연구자들에게첨단사이버연구

환경을제공하게되었다. 

또한사용자들의사업환경에부합해서비스를제공하는환경을구축하는것이차세대연구환경구축

(e-Science) 사업인데, 연구자들이시간과공간의제한없이연구자, 연구장비, 연구정보등의연구자원을

자유롭게공유하면서R&D를수행함으로써연구효율을획기적으로끌어올리고있다. 슈퍼컴퓨터를통한

사이버연구환경의제공은새로운성장동력의창출과연구환경재편에매우강력하고현실적인도구로

급부상하고있다. 슈퍼컴퓨팅본부는국가산업분야의중추인중소기업을지원하는사업에서큰자부심을

갖고있다. KISTI는중소기업청과함께슈퍼컴퓨터기술을국내중소기업에게제공해제품설계및성능검

증지원을통해중소기업의기술혁신을조기에달성하도록하는데많은노력을기울여왔다. 이러한중소

기업블루오션지원사업으로창출된우수한성과들은국내중소기업의산업경쟁력향상에큰기여를해

오고있다. 이밖에도슈퍼컴퓨터는초거대응용연구, 국가중요응용연구, 실생활적용기술연구등의지

원에서상당한성과를거두고있다. 2011년 4월에는‘국가초고성능컴퓨터활용과육성에관한법률’

이마침내제정되었는데, 법률제정을위해슈퍼컴퓨팅본부에서수년간많은입법지원활동을전개해

온보람을느낀다.

이지수
(슈퍼컴퓨팅부문, 재직기간 : 2001. 10 ~ 현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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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미래의정보환경변화에대비한정책연구

1) 연도별정책연구

정책연구실은 2006년부터 원장 직속으로 편재되어 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비전의

정립을 비롯해 단계별 발전계획 수립 및 미래의 정보환경 변화에 대비한 범국가 차원의 정책

연구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다. 2006년에는 KISTI의 재도약을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구상해

△KISTI National Agenda 및 Top-Brand 과제 도출 연구, △중기발전전략(2007~2011년) 수립,

△국가과학기술정보화 촉진계획 수립 및 평가체제 개선 연구, △KISTI 정보기술 아키텍처

(ITA) 구축을위한기획연구등을수행했다.

그리고 2007년에는 KISTI의 미래 대응을 위해‘모험·창의 연구과제’를 공모해 연구사

업 부문별로 미래의 대응성 강화를 위한 기획 및 창의적인 연구기반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았

다. 이 사업은 정보기술 및 연구개발의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대응전략을 개발해 창의적이

고 도전적인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인하여 국가는 물론 KISTI의

로벌 경쟁력을 확보한다는 취지로 추진되었다. 이처럼 STRM(Strategic Technology Road

Map) 방법론을적용하여모험창의연구과제를확대하는등미래지향적인연구과제발굴에힘

써미래의성장 역을발굴하는데활용했다.  

2008~2009년에는 박 서 원장의 취임을 기해 기관의 비전 및 발전목표를 새롭게 정립했

다. 비전을‘고객가치를 창조하는 세계 일류 정보연구기관’으로 설정해 공급자가 아닌 이용

자 중심에서 고객을 위한 가치를 창출해 제공하는 정보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하는 전환점

으로 삼았다. 이러한 비전달성을 위한 경 목표를‘정보의 고부가가치화’,‘연구환경의 선진

화’,‘과학의 산업화’를 통한 과학기술 7대 강국 진입에 기여하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러한 목

표는 R&D 기능의 명확화, 역별 전문성 강화, 사업별 연계·융합, 개방형 R&D체제 확립, 과

학기술정보, 슈퍼컴퓨터/연구망, 고객지원체제 등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 정보인프라를 기

본방향으로하여추진되도록설정했다.

또한 2008년에는 교육과학기술부 출범에 따른 교육/과학 정보화계획을 수립했다. KISTI

는 과학기술 분야 정보화 대표기관으로서 2010~2014년(5년간)의 과학기술정보화 비전과 세

부추진과제를수립함으로써기관의위상을제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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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KISTI는 통합기관으로 출범한 이후 고객 중심의 정보마케팅을 통한 성과 확산과 과학기

술정보 확산을 위한 이용자 클러스터 구축, 그리고 지식정보인프라의 서비스 관리 지원 등을

수행하면서 정보이용자를 지속적으로 확대함은 물론 기관의 이미지를 높여왔다. 특히 2009

년부터 기관경 의 제도 개선을 강도 높게 추진하면서 고객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전

개해왔다. 이런 노력들에 힘입어 KISTI는 2010년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기초기술연구회 13개

로벌정책자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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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기관중에서최우수기관으로선정되어기관의이미지를제고했다.

그리고 후기 정보화사회에 대비한 장기발전계획(2009~2018년)을 수립해 사이버인프라

로 급속히 전환되는 시대를 앞두고 첨단 연구장비의 공동 활용, 슈퍼컴퓨터 활용, 협력연구,

학문연구 등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해 기관이 나아갈 방향을 재정립했다. 후기 정보화사회

가 도래함에 따라 KISTI는 비전(2018)을‘과학기술 R&BD 지원을 위한 국가 CIO’로 정하고,

발전목표를‘U-인프라기반의국가과학기술Clearing House 역할수행’으로수립했다. 

2) 정책연구부문의주요성과

중기전략계획수립(2007-2011년)

조 화 원장에 이어 양병태 원장이 취임하면서 KISTI는 중기전략계획(2007~2011년)을 수립

하여 기관이 추진해 나갈 과제를 도출했다. 연구과제별로 시장성(고객 수요도)과 공공성, 연

구사업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심의한 후에 과제별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구성, 전략과

제 및 일반과제로 구분하여 총 14개의 연구과제 중에서 11개의 전략과제와 3개의 일반과제가

도출되었다. 

그리고이에근거하여다음과같은중기전략목표및과제를선정, 추진해나갔다.

<표4-21> 중기전략목표및과제

중기전략목표 전략과제

과학기술정보제공을통한 국가과학기술 u-Library 체제구축

국가R&D 효율성제고 차세대정보유통체제개발연구

국가R&D정보의체계적유통을 국가R&D정보종합연계체제구축

통한연구개발체제혁신 국가R&D 업무효율성제고를위한응용서비스개발

전략정보분석지원을통한 미래기술모니터링및분석

국가기술혁신촉진 혁신형중소기업정보지원체제구축

국가사이버인프라구축을
e-Science 환경구축

통한첨단R&D 선도
첨단슈퍼컴퓨팅응용기술개발및응용연구

국가슈퍼컴퓨팅공동활용체제구축

국가연구망구축서비스를 세계적수준의국가연구망구축

통한협업연구활성화 과학기술정보보호체계구축

ㅇ성과확산을위한지역클러스터운

일반과제 ㅇ정보시스템및포털서비스운

ㅇ미래전략및정책연구

전략
목표

1

전략
목표

2

전략
목표

3

전략
목표

4

전략
목표

5

1

2

1

1

2

2

1

2

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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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험·창의과제추진을통한연구사업의유연성강화

연구원의기본사업비가과제별로확정된연구사업에따라배분되고, 단기적이고가시적인성

과의 창출이 요구됨에 따라 실패 위험성이 있거나 창의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에 대한 도전

의욕이 저하되고 있었다. 또한 국가 R&D사업의 성공 담보 요구와 사업성 과제를 수행함으로

인해 장기적으로 기관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연구역량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

고 있었다. 이런 풍토를 개선하기 위해 2007년에‘모험·창의과제 추진을 통한 연구사업 유

연성강화’를추진했다. 

이는 능력과 열정을 가진 연구원들을 중심으로 기존 연구사업과 별도의 재원 및 인건비

를 확보함으로써 독립적이고 자유롭게 연구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모험연구(Venture

Research) 체제를 운 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이에 따라 성과가 우수한 모험연구과제와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공식 프로젝트화하여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개발로 발전시켜 연구

원의발전은물론개인발전을도모하는계기로삼았다.

이로써KISTI는연구사업부문별로미래의대응성강화를위한기획및창의적연구기반을

강화했으며, 정보기술 및 R&D의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대응전략을 개발, 추진하게 되었다. 또

한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분위기를 조성하고, 연구활력을 지속적으로 유인하여 국가는 물

론기관이미래에대한전략적인대응력을강화하고 로벌경쟁력을확보할수있게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출범에따른교육·과학정보화계획의수립

2008년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신설됨에 따라 교육과 과학기술이 융합된 새로운 정보화계획이

요구되었다. 이에 2010년에 교과부의 기획조정실 정보화담당관실 주관 아래 교육분야의 한

국교육학술정보원(KERIS)과 과학기술 분야의 KISTI가 공동으로 참여해 2010~2014년(5년간)

의 과학기술정보화 비전과 세부 추진과제를 수립함으로써 과학기술분야 정보화 대표기관으

로서위상을높 다.  

이 프로젝트는‘연구자의 가치를 창조하는 선진과학기술 연구환경 구축’이라는 비전 아

래 연구역량과 환경을 개선하고, 과학기술을 생활화하는 전략적 정보화를 추진하여 선진 과학

기술을향한연구역량을강화함으로써세계7대과학기술강국건설을지원한다는추진목표를

수립했다. 이에KISTI는정부의선진일류국가국정비전에대한정책의지를반 , 차기과학기

술정보화 기본계획을 마련함으로써 과학기술의 미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게 되었다. 이 계획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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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하여 국내외의 급격한 과학기술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보화의 새로운 기준을 정립하고,

중·장기적연구과제를발굴, 추진하고, 과학기술과교육이융합된차세대과학기술교육·연구

융합환경(EDISON) 서비스를신규과제로창출하여‘첨단사이언스교육허브개발(EDucation-

research Integration through Simulation On the Net: EDISON)’이라는명칭으로추진중에있다.

공공기관고객만족도, 최우수기관선정

고객만족도 조사는 매년‘공공기관 고객만족도조사 시행계획’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다. 이는 서비스의 품질과 국민의 만족·불만족 요인을 분석하

여고객중심의경 전략을효율적으로수립, 추진하기위해실시되고있다. 

KISTI는 조사대상 업무를 4개 업무 유형에서 전 사업으로 확대하여 책임실명제 실시 및 고객

만족경 시스템 ISO 10002 인증을 획득했다. 또한 11개 세부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하여 획

기적으로 개선했다. 특히 2010년 상반기에는‘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사용자 및 수요자들

로부터불편사항이나문제점등의고객니즈를파악하는등고객과소통을위해노력했다. 이

런 활동의 결과, 서비스 응대시간이 대폭 감소하고 고객에게 보다 양질의 정보를 신속하게 제

공함으로써 2010년, 2011년에 실시한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87.2점을 받아 2009년 대비 7.7점

상승하여교과부산하18개대상기관중에서2등을차지하는성과를거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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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KISTI는‘변화와 도전’을 활발히 추진한 결과, 대외적으로부터 많은 수상 실적을

기록했다.

2010년대외수상및성과

ｏ<2010년도공공기관고객만족도> 전년대비대폭상승(연구회내최상위권)

ｏ<2010  Frost&Sullivan Excellence in Innovation Award>수상(공공기관최초)

ｏ<고객만족경 시스템 ISO 10002 인증> (출연(연) 최초)

ｏ<2010 공공기관청렴도우수기관> 선정(출연(연) 최고등급‘우수’수상)

ｏ<2010년교육과학기술부보안평가최우수기관> 및<2010 을지훈련우수기관표창>

ｏ<대한민국2010 IT Innovation 대상> 우수상수상(NTIS : 지식경제부장관상)

ｏ<2010 대한민국커뮤니케이션> 아시아기자협회상수상(지식정보인프라지)

ｏ<데이터품질관리인증유효성부문2레벨> 획득(NTIS / 공공기관최초)

ｏ연구회‘중도TLO’중최대기술이전실적달성(2년연속)

ｏ국내연구기관중웹 향력지수1위달성(세계100위권 / 국내유일)

2011년대외수상및성과

ｏ2011.  2. 28 박 서원장, 과학기술훈장(대통령) 도약상수상

ｏ2011.  2. 28 한선화선임연구부장, 과학기술훈장(대통령) 진보상수상

ｏ2011. 11. 04 NTIS, eASIA Award 선정공공부문e-비즈니스분야최우수상수상

ｏ2011. 12. 22 「과학향기」,방송통신심의위원회선정2011 올해의청소년권장사이트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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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정보화사회대비한장기발전계획(2009~2018년)의수립

미래사회는 지식정보사회를 대체하여 2020년대에는 후기 정보화사회가 구현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후기 정보화사회는 지식과 자원의 융합을 통한 가치창출(Value Creation)이 성공

요인이 되면서 현재의 지식정보사회에서 예측하는 다양한 변화들이 상당 부분 구현될 것으

로전망되고있다. 

후기정보화사회의특징및변화상을보면, 먼저기술의변화를꼽을수있다. 웹2.0 기반

서비스, 와이브로, 개인휴대 복합단말기 등으로 대표되는 유비쿼터스 환경의 심화와 미디어

융합의 가속화가 일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그리고 이런 환경에서 소비형태의 변화도 예상되

고 있다. 1인 미디어 및 UCC 등 개인의 창조적 활동이 급속히 증가하고, 공급자와 소비자의

융합현상이 더욱 확산되어 능동적 프로슈머(Prosumer)가 다수 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콘텐

츠의 변화 역시 커서 단순한 지식정보가 아닌, 감성과 창의성에 바탕을 둔 콘텐츠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산업가치도 변화해 창의적인 지식과 아이디어가 부가가치

를창출하는시대로변화할것으로예상된다.

이러한 전망으로 인해 후기 정보화사회는 사이버인프라로의 급속한 전환이 예상되고 있

는데, 분야별로사이버인프라의활용이전과이후를비교해보면다음과같다. 

<표4-22> 분야별사이버인프라의활용이전및이후비교

구분 사이버인프라활용이전 사이버인프라활용이후

첨단연구장비공동활용
- 독립적활용 - 공동및원격지활용

- on site 활용 - 해외첨단장비의수월한활용

- 지역별, 기관별, 분야별 - 지역별, 기관별, 분야별

슈퍼컴퓨터활용 수요-공급과부족발생 수요-공급과부족해소

- 대규모프로그램실행난이 - 대규모프로그램실행환경제공

- 일정시간후, 연구데이터공유및 - 동시에연구데이터나실험자료공유

협력연구 연구진행경과의전송이가능 - 연구진행경과를동시에보면서진행

- 관련전문가동시참여제한적 - 관련전문가동시참여가능

학문연구
- IT 공부에시간할애 - 전공분야에만연구몰두

- 융합기술출현지연 - 융합기술출현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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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후기 정보화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KISTI는 비전(2018) 및 발전목표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정립했다.

KISTI의비전(2018) 및발전목표

비전(2018)인‘과학기술 R&BD 지원을 위한 국가 CIO’에서 과학기술 R&BD는 국가과학기술

정보 인프라를 활용해 수행되는 가치실현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의미하며, 국가 CIO는 국가

과학기술정보와연구활동의방향성을제시하고관리하는국책연구기관의역할을뜻한다.

그리고 발전목표인‘U-인프라 기반의 국가 과학기술 Clearing House 역할 수행’을 추진

하기 위해 세 가지 추진과제를 선정했다. 먼저 유비쿼터스 인프라 기반의 Technology

Intelligence 서비스 체제 구현을 위해 U-인프라 기반의 지능형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리얼

월드 웹’기술 활용으로 상황인식형 정보서비스 체제를 구현하며, 국가 R&BD 체제 구축을 위

한과학기술관련산업및시장정보의유통망을확대해나가기로했다.

그리고 국가 및 기업의 연구개발 전주기를 종합 지원하는 통합 플랫폼 개발을 위해 연구

기획에서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자원을 최적의 맞춤형 형태로 지원받는 지능형

One-stop 연구지원시스템을 제공하기로 했다. 또한 Omni-Science Lab을 통해 슈퍼컴퓨팅 인

과학기술R&BD 지원을위한국가CIO

KISTI 비전 (2018)

U-인프라기반의국가과학기술Clearing House 역할수행

□유비쿼터스인프라기반의 Technology Intelligence 서비스체제구현

□국가및기업의연구개발전주기를종합지원하는통합플랫폼개발

□사이버연구개발환경구현을위한 Intelligence Infra–Convergence 체제확립

발전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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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의 활용, 생성된 과학 데이터의 공유 및 분석, 연구파트너의 탐색을 통한 공동연구, 관련

지능형정보등을통합적으로제공받는체제를구축하기로했다.

또한사이버연구개발환경구현을위한 Intelligence Infra-Convergence 체제확립을위해

국내 및 해외의 사이버 인프라스트럭처를 연계하는 Resource Management를 구축하고, 이용

형태와 중요성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자원이 자동으로 할당되는 Request

Management를 구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구자, 고성능 컴퓨터, 첨단 연구장비, 대용량 실험

정보 등 분산된 연구개발 자원을 네트워크상에서 동시에 연구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현해나가기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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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의경 에있어제일핵심적인것은비전과경 목표이다. 2009년부터비전을‘고객가

치를창조하는세계일류정보연구기관’으로정립했는데, 이것의키워드는고객중심이아니라‘고객

가치’에 있다. 고객이 원하는 것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을 제공하는

것이고객가치를창조한다는의미이다. 이러한가치를제공하려면그가치를생성할수있는능력이

있어야하는데, 그것이‘연구’에있다. 그래서세계일류정보인프라기관이아니라, 세계일류정보연

구기관으로 정립된 것이다. 우리는 순수 R&D가 아니라‘R&D for service’라고 이야기한다. 서비스를

더잘하기위한, 가치를창조하기위한연구를하는기관이라는의미이다. 

그리고장기적으로정보환경이나정보기술이계속발전하기때문에트렌드를어떻게우리의서비

스와결합을시켜고객에게제공할것인지에대해끊임없이노력을기울이고있다. 비전달성을위한

경 목표로‘정보의고부가가치화’,‘연구환경의선진화’,‘과학의산업화’라는세가지키워드를만들

었는데, 정보의고부가가치화는정보를Semantic 기술같은첨단기술에접목시켜서제공해가치를창

출한다는것이다. 연구환경의선진화는정보유통, 정보분석, 슈퍼컴퓨팅의자원을융합시켜시너지를

발휘해고객에게최적의서비스를제공하는것이다. 그리고과학의산업화는R&D의성과들이기업체

에이전이되어부의창출에기여하도록지원하는것이다. 우리가중소기업에초점을맞추고국가차

원에서 정보와 자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은 밑으로부터 우리 기관의 위상을 다지고 인정을 받는

데큰효과가있다고본다.

2010년에는 본부별로 전략적인 사업기획을 하도록 하는 STRM을 도입해 대과제에서부터 세부과

제를기획하여기관이미션에충실할수있도록하고있다. 그리고본부간시너지를발휘해추진할수

있는과학데이터공유활용체제를미래발전 역의하나로삼아추진중에있다. 이런과정을통해우리

연구원이보다고객지향적인기관으로발전할수있다고생각한다.

한선화
(정책연구부문, 재직기간:1997. 7 ~ 현재)

Inter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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