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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일류 정보연구기관’
을 향한
변화와 도전의 여정 반세기
우리 기관의 50년은 끊임없는 도전과 열정의 반복이 만들어낸 위대한 진화의 산물이다. 유네스코의
권고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문헌센터로부터 KORSTIC, KIET, KINITI 시절을 거치면서 수많은
시련과 고난을 이겨냈고, 연구개발정보센터와의 통합을 통해 2001년 마침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KISTI)이라는 자랑스러운 이름을 탄생시켰기 때문이다. 그 오랜 기간 동안 우리 기관이 각인해온
사명은 과학과 산업,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고품질의 과학정보서비스를 창출하고 유통해야 한다는
위대한 신념이었다.
제1부_탄생 & 성장(1962~1981년)
제2부_전환 & 변혁(1982~1990년)
제3부_성숙 & 발전(1991~2000년)
제4부_융합 & 비상(2001~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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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부

탄생 & 성장
반세기 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활동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가 출범하면서 시작된다. 1950년대 후반 유네스코는
후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국에‘과학문헌센터’설립을 지원하고 있었고 한국 정부에도 설립을 권고하게 된다. 박정희 정부는
과학기술 분야가 경제개발계획을 이끄는 핵심 분야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국가 차원의 과학정보서비스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린다. 1962년 유네스코의 원조와 정부의 지원금, 그리고 3명의 직원이 모여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가 역사적인
출범을 하게 된다. KORSTIC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기초자료 조사와 관련자료 수집 업무를 시작한다. 외국 과학정보기관의 기능조
사를 시작으로 국내 보유 과학기술 정기간행물조사, 국내 자연과학계 석·박사 명단 및 논문집 조사, 한국과학자 업적조사 등을 진행
하면서 이 땅에 과학기술정보서비스의 수집과 유통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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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여명이 밝다

제1부 탄생 & 성장
(1962~1981)

기술대국을 자부하던 미국은 큰 충격을 받는다. 이에
자극 받은 미국은 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과학기술

1) 유네스코 본부의 설립 권고 및 지원

정보활동에 박차를 가했으며, 이런 움직임은 자유주의
국가 권역으로 확산되었다.

후진국 지원사업으로‘과학문헌센터’설립 권고

이런 환경에서 유네스코의 역할은 지대했다. 당

반세기 전,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정보활동은 한국과학

시 유네스코는 후진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각국에

기술정보센터(Korea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과학문헌센터’설립을 권고·지원하고 있었다. 우리

Information Center: KORSTIC)가 출범하면서 시작된다.

나라는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1958년 제10차 및 1960

한국전쟁의 폐허를 딛고 국가 재건을 향한 경제개발의

년 제11차 유네스코 총회에 한국위원회 장내원 사무국

닻을 올리던 시대에 경제개발계획을 지원하는 과학기

장이 참석한 것을 계기로 국내에 과학문헌센터를 설립

술정보의 전도사로서 KORSTIC이 탄생한 것이다.

하기로 계획했다. 이어 1961년 3월 인도 뉴델리에서 개

첫 출발은 극히 미약했다. 1962년 1월 1일 유네스

최된‘아시아 지역 과학문헌 세미나’에 최기철 서울대

코1) 의 권고에 의해 설립되어 한국위원회의 한 부서로

교수가 참석해 유네스코의 원조를 받아 설립된 인도 국

첫 걸음을 떼었기 때문이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립과학문헌센터(INSDOC)를 시찰하고 돌아와서 과학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문헌센터의 설립 필요성을 강력하게 피력했다. 그해 5

KISTI)의 모태가 되는 KORSTIC의 태동은 1950년대

월에는 유네스코 회원국의 아시아 지역 담당인 G.

중·후반 선진국들의 기술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던 시

Flores 씨가 방한해 과학문헌센터의 설립 원조를 약속

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제2차 세계대전 후 패권을 잡은 미국과 소련은 우

1) 유네스코(United Nations Educational, Scientific and Cultural

주개발을 중심으로 기술개발 경쟁에 나서는데, 1957년

Organization: UNESCO)는 국제연합교육과학문화기구로서, 교육·

에 소련이 인류 최초로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을 거두자

을 증진시켜 항구적인 세계 평화를 건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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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과학문헌센터의 설립 분위기가 무르익어갔다.

장), 최기철(서울대 교수), 최희창(연세대 이공대학장),
장내원 사무국장 등 5인으로 구성된 예비총회에서 유

설립준비위원회 구성과 설립 작업 착수

네스코 한국위원회 내에 과학문헌센터를 설립할 것과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61년 6월 10일 과학문헌센터

설립자금으로 유네스코로부터 지원 받을 금액에 해당

설립을 위한 예비회의를 개최하면서 설립 작업에 한 걸

하는 1억환~1억 5천만환의 정부보조금을 확보하기로

음 내딛는다. 김명선(연세대 부총장), 김연준(한양대 총

의결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3층에 입주한 과학문헌센터 사무실(서울 중구 태평로 2가 39번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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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61년 10월 26일 제9차

안정을 위한‘혁명공약’을 서둘러 추진한다. 혁명공약

자연과학분과위원회를 개최하고 5인으로 구성된 설립

의 핵심은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후진성을 극복하고 자

준비위원회를 구성하면서 과학문헌센터 설립에 본격

립경제 확립과 공업화를 위한 산업기반을 구축하는 것

착수한다.

이었다. 이를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1962~1966년)을 수립하고,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개발

과학문헌센터 설립준비위원회 명단
■ 위원장: 윤일선(서울대 총장)
■ 고 문: 김명선(연세대 부총장)

로드맵으로서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2)을 세워 이를
뒷받침하도록 했다.
자립경제 달성을 위한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수립

■ 문헌책임위원: 최희창(연세대 이공대학장)

된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기본방향을 △전력·

■ 기획책임위원: 최기철(서울대 사범대 교수)

석탄 등의 에너지 공급원 확보, △농업 생산력의 증대,

■ 위 원: 장내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기간산업의 확충과 사회간접자본의 충족, △유휴자
원의 활용, △수출증대를 주축으로 국제수지의 개선,
△기술의 진흥 등을 설정했다.

2) 국가 후진성 극복 위한 자립경제 확립과
공업화의 추진

2) 기술진흥 5개년계획은 경제개발계획의 뿌리로 기획되어 이후 총 4회에 걸쳐
1981년까지 추진되었으며, 이 계획에 따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수많은 근
간들이 탄생하고 꽃을 피웠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기술진흥 5개년계획의 수립

3)〈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
은 처음부터 체계적으로 준비된 것이 아니었다.
1962년 1월 경제기획원은 박정희 대통령에게〈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과학문헌센터의 설립이 추진되던 1961년은 정치적 격
동기였다. 그리고 대외적인 국가 위상은 국민소득이 79
달러에 불과한 세계 최빈국 중의 하나였다. 이런 환경

에 대해 보고하였고, 박 대통령은 현재의 기술수준과 기술자로 목표 달성이
가능한지에 대한“뜻밖의 질문”
을 제기했다. 이에 경제기획원은 기술진흥에
관한 종합적인 계획을 준비하면서 과학기술계를 대표하는 40명으로〈과학
기술정책 자문위원회〉
를 구성했으며, 약 4개월 간 작업을 거쳐 1962년 5월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
을 발표했다. -경제기획원,
《제1차 기술진흥 5개

에서 5·16 군사정변으로 등장한 박정희 정권은 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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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진흥5개년계획(1967)

이와 함께 과학기술 진흥의 기반구축을 위해 수립된 제

사를 위한 외국 기술회사의 초빙 등을 계획했다.

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은 △기술계 인적자원의 전망

이처럼 대한민국 정부 들어 최초로 수립된 과학기

및 확보, △기술도입의 촉진, △과학기술 진흥기반의

술종합계획인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1962∼1966

구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었다.3) 기술진흥 5개

년)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뒷받침해 기술수준

년계획에 따르면, 당시 가장 강조된 영역은 기술분야의

의 낙후성을 타개하기 위한 것이었다. 국제 경쟁력을

인적자원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갖춘 공업생산품이 전혀 없고 기술발전을 담당할 인적

그리고 기술력 확보 방법으로 외국기술의 도입이

자원마저 크게 부족했던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정부 주

강조되었다. 기술도입의 유형을 투자사업에 소요되는

도의 과학기술 인프라 구축작업은 이렇게 시작되었다.

기술도입, 외국차관을 위한 기술도입, 국내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기술도입으로 구분하는 한편 외국차관을

과학문헌센터 설립 위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

위한 기술도입의 경우에는 기술적·경제적 타당성 조

제1차 기술진흥 5개년계획은 그동안 교육적 영역에만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조직도(1962년 1월 1일, 센터 설립 당시)
위원장 (문교부장관)

부위원장

총회

집행
위원회

교육
분과위원회

자연과학
분과위원회

문화활동
분과위원회

사회과학
분과위원회

매스컴
분과위원회

사무국

과학문헌센터

기획부

총무부

출판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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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러 있던 과학기술 문제가 국가 개발계획 차원에서

을 지낸 이후락은「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0년사」의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계기를 제공한다. 경제개발

서문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다.

계획을 앞장서 이끌고 지원하는 핵심 분야로서 그 역할
과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다. 이처럼 과학 및 산업기술
의 발전을 이끌 연구개발이 강조되는 만큼 이를 위한
과학기술정보 서비스 기관을 국가 차원에서 강력히 육
성할 필요성 역시 자연스럽게 제기되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진
흥계획의 성공적인 완수에 사활을 걸다시피하면서 다
방면에 걸쳐 많은 구상을 하고 있었다. 이런 환경에서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로부터 과학문헌센터 설립계획과
유네스코의 지원 약속에 대한 보고를 받자, 정부는 이

3)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KORSTIC)의 발족

에 적극 찬동해 설립이 조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했다.
정부는 유네스코 본부에 과학문헌센터의 설립을 위한

국내 최초의 과학기술정보기관으로 탄생

원조와 전문가 파견을 정식으로 요청했다. 그리고 과

해가 바뀌고 경제개발계획과 과학기술진흥계획의 역사

학문헌센터가 충분히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고

적인 출발에 맞추어 1962년 1월 1일자로 KORSTIC이 발

보조금 2,178만원(미화 16만 달러)을 확보해 주었다.

족한다. 하지만 사무 공간은 물론 기구나 인력조차 갖

이는 해외 과학기술잡지의 1천 종을 과거 10년분까

추지 못한 채 창설된 것이어서 본격적인 활동은 그해 4

지 소급해 확보하고 필요 기자재까지 구입할 수 있는

월부터 시작되었다. 정보산업의 황무지나 다름없던 우

금액이었다.

리나라에 비로소 과학기술정보활동의 중추적인 역할을

이처럼 KORSTIC의 설립은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관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재단법인 시절 2대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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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국위원회
건물내 한국과학기술
정보센터 현판

Scientific Documentation Center:KORSDOC)로 불리었

제였다. 이에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1962년 4월

고, 서울시 중구 태평로 2가 39번지의 유네스코 한국위

KORSTIC을 분리 독립시켜 운영하기로 의결했다. 이는

원회 구청사 3층 약 132㎡(40평)과 인근 건물 한 칸을 임

사업 내용과 국제 관례를 고려한 동시에 유네스코 본부

차해 사용했다. 조직은 한국위원회 기획부 내에 한 부

로부터 조속히 원조를 받아내기 위한 한 방편이었다. 이

서로 편재되어 있었으며 인력은 전문직원 1명과 신규

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는 그해 5월‘한국과학기술정보

채용된 3명이 전부였다.

센터 설립 규정’
을 제정해 1962년 1월 1일자로 소급 발

이처럼 미약한 모습으로 시작된 KORSTIC은 그해

효되도록 해 KORSTIC의 공식적인 활동을 뒷받침했다.

3월 설립준비위원장이던 윤일선 박사가 정식으로 위원
장 위촉을 받아 대표자가 되고, 4월에 실무책임자로 마
동성 상공부 기계과장이 부장으로 부임하면서 활동에

전문위원회 명단

돌입했으며, 이때부터 기관명도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 권영대(회장, 서울대 문리대 교수)

(KORSTIC)로 변경된다.

■ 홍문화(서울대 약학대 교수)

이 즈음, KORSTIC 운영에 관한 협의기능으로서 전

■ 최기철(서울대 사범대 교수)

문위원회가 조직되었다. 국가 경제개발계획 수행과 긴

■ 손응용(고려대 농대 교수)

밀한 관계가 있는 인사와 학계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

■ 김병렬(연세대 이공대 교수)

전문위원회는 1963년 10월 사단법인 발족으로 해산되

■ 박익수(서울대 사범대 교수)

기까지 센터의 운영과 사업, 그리고 예산에 관한 주요
안건을 심의했다.

■ 주영흠(건국대 문리대 교수)
■ 이태현(상공부 공업국장)
■ 최준정(국가재건최고회의 종합경제심의위원)
■ 이문탁(경제기획원 조정국장)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설립규정 제정과 요원 확보

비좁은 공간에 더부살이로 출발했기에 본격적인 활동을

■ 이춘성(문교부 문예국장)
■ 장내원(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국장)

위해서는 자체 사무실 확보와 기관의 독립이 최우선 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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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원 확보도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 KORSTIC은 1962
년 10월 공개모집을 통해 8명의 분야별 정보처리요원

역대
기관장
소개

및 일반직원을 채용했다. 이에 따라 그해 연말엔 상근
위원장을 포함해 직원 수가 총 17명으로 늘어났다. 이
때 채용된 8명은 정보처리요원으로 화학, 화공학, 물리
학, 생물학, 농학 등의 전공자 5명과 행정직 일반직원으

윤 일 선 초대 위원장
1962. 1~1964. 2

로 영문학, 불문학, 교육학을 전공한 3명의 여성이었다.
창설멤버로 불린 이들은 헌신적으로 복무하면서 기관

●

을 이끌어가는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

1961년 10월 KORSTIC 설립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아 유네

이듬해인 1963년 들어 자료개발, 복사기술, 수요개

윤일선 초대 위원장은 서울대학교 총장 재임 시절인

스코 한국위원회와 정부의 지원을 받아 KORSTIC을 출범시키
는데 산파 역할을 했으며, 초창기 시절 여러모로 열악했던 기관

발 요원 등 9명이 추가로 채용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설

을 이끌었다. 직원 채용 및 조직 구성,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비 도입도 이루어졌다. 발족 당시 충분한 예산을 확보

설치규정의 제정 등 출범 초창기에 사업 기반을 다지는데 큰 기

해 두었던 덕분에 KORSTIC은 1962년에 확산전사식(擴

여를 했다. 특히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도 직원들이 기초조사,
자료수집, 정보처리 및 간행물 발간 서비스 등 과학기술정보센

散轉寫式) 서적복사기, 탁상형 소형 옵세트 인쇄기 및

터 본연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독려하고 이끌었다. 재

제판기계, 윤전등사기, 국영문타자기, 서가 등을 확보했

임 시절에 발간한「과학기술정보문헌목록집(科學技術情報文獻

다. 이어 1963년에 마이크로필름 카메라(대형 1대), 마

目錄集)」
과「외국특허목록집(外國特許目錄集)」
은 KORSTIC 최
초의 간행물로서 이후 정보서비스 및 발간사업을 확대하는데

이크로필름 현상기(수동식 1대), 마이크로필름 확대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리고 1964년 2월 기관이 사단법인

(카메라 겸용형 1대), 마이크로필름 리더기 등 마이크로

체제로 출범할 때부터 퇴임하기까지 유네스코를 통한 지원과

필름 복사시설을 도입해 그해 9월부터 가동했다. 비록

원조체제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국제교류에도 적극 나서

자체 공간도 없고 조직도 지극히 단출했지만 기관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요원과 시설을 갖춘 환경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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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 규정
제1조(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설치)
국가경제 개발사업과 국내 학계 연구기관 및 연구자에게 새로운 외국 과학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내에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이하 기술정보센터라 칭한다)를 설치한다.
제2조(조직)
1. 기술정보센터의위원장, 사무국장, 부장, 각1인과부원약간명을둔다.
2. 초대 위원장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집행위원회에서 선출된 자로서 주무부장관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3. 위원장은 전문기술의 심의기관으로 자문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3조(업무)
기술정보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관장한다.
1. 국내외 과학기술 관계의 전문서, 정기간행물 및 논문집 수집
2. 국내외 특허 자료 수집
3. 국내외 정부 출판물 수집
4. 기타 통계 자료 수집
5. 과학기술문헌 특허속보, 월간 센터지, 외국 특허분류표 등 간행물의 발간
6. 수요자 요구에 의한 복사, 번역, 조사 등의 회시(回示)
제4조(업무의 분장)
전 조의 업무를 분장하여 총무과, 기획과, 정보과, 자료과, 사업과를 둔다. 단, 설치 초기에는 사무량을 감안하여
합과(合課) 또는 이과(移課)할 수 있다.
제5조(지부의 설치)
국내 중요 도시에 기술정보센터 지부를 둘 수 있다.
부칙
1. 본 규정은 1962년 1월 1일부터 소급 발효한다.
2. 본 규정 통과와 동시에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준비위원회는 자연 해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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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보제공 서비스의 첫걸음

판단되는 1,200종의 목록을 작성했다.
첫 자료구입 발주는 1962년 5월 대행사인 우일서적

1)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의 착수

(주)을 통해 일본 지역 619종(특허공보 및 실용신안공보
포함)에 대해 이루어졌다. 이어 미주 지역과 구미 지역의

백지상태에서 시작된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국내 대행사를 입찰로 선정해 발주를 추진했다. 그런데

KORSTIC은 출범과 동시에 소규모 인력으로 기초자료

당시엔 과년호 재고를 보유하고 있는 잡지가 드물었고,

조사와 관련자료 수집 업무부터 착수한다. 축적된 정보

기초조사 부족까지 겹쳐 자료선정과 발주업무는 지지부

기반이 전혀 없던 때인 만큼 백지 상태의 시작이나 다

진했다. 이 때문에 일본 지역의 일부 자료를 제외한 해외

름없었다. 기초조사는 외국 과학정보기관의 기능조사

정기간행물의본격적인입수는1963년이후부터가능했다.

를 시작으로 국내 보유 과학기술 정기간행물조사, 국내

당시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자료수집에 대한 대

자연과학계 석·박사 명단 및 논문집 조사, 한국과학자

금결제를 유네스코 쿠폰(Coupon)으로 했다는 것이다.

업적조사 등으로 진행되었는데, 일부는 해를 넘겨 1963

유네스코 쿠폰은 외화 사용이 자유롭지 못한 국가에서

년까지 지속되었다.

교육·과학·문화에 관한 학술간행물 및 과학기재 등

그리고 자료수집과 관련해서는 1천 종의 해외 과

을 수입할 때 지급하도록 유네스코에서 만든 결제수단

학기술 정기간행물을 과거 10년분까지 구입할 수 있는

이다. 유네스코 본부는 쿠폰제도에 가입한 국가에게 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어 기초과학부문과 특허 및 원자력

쿠폰을 매도하고, 이를 매입한 국가는 국내의 교육·과

부문은 10년분을, 기타 부문은 5년분을 각각 수집하는

학·문화기관과 개인에게 배정하는데, 우리나라는

계획을 세웠다. 이어 전국의 대학과 주요 연구기관 등

1961년 8월 유네스코 쿠폰제도에 가입했으며, 매각업

에 의뢰해 해외 정기간행물 소장목록을 입수했다. 구미

무는 한국외환은행이 취급했다.

지역의 경우, 1962년 7월 유네스코 원조의 예비조사차
내한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CNRS)의 J. Garrido

초창기 운영의 어려움

박사의 자문을 받아 국내 산업계와 학계에 필요하다고

아직 모든 것이 서툴고 미숙했던 시절인 만큼 사업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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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 여러모로 원만하지 못했다. 그중 자료 발주와 관

의 해외 자료를 입수하면서 자료의 기증 및 교환도 차

련한 사고는 오점으로 남았다. 대행사를 통해 발주했던

츰 궤도에 올라서게 된다.

미주지역 자료가 1963년 11월에 100여 종(17,000달러
상당)만 납품되고 나머지 40여 종(13,000달러 상당)의

2) 정보처리 및 간행물 서비스의 초보적인 제공

자료는 1966년까지 입수되지 못하다가 끝내 법정투쟁
으로 전개된 것이다. 센터는 대행사를 법원에 제소, 승

정보처리 및 간행물 서비스를 개시하다

소함으로써 1968년 12월 변상비로 204종 1,400여 책을

입수된 자료 중에서 유용한 정보를 선택해 편리하게 이

대신 납품받으면서 사건은 종결되었다. 하지만 5년여

용할 수 있도록 가공 처리해 널리 알리는 정보처리 및

동안 끌어온 이 사건으로 인해 관련자들이 인사 조치를

간행물 서비스도 1962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데 당시

당하는 곤혹을 치렀다.

엔 인력과 경험 부족 탓에 업무는 지극히 초보적인 수

1963년에는 11월에 전문위원회의 동의를 거친 1천

준에 머물렀다.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JICST)로부터

여 종의 자료를 발주할 수 있었다. 발주가 늦어진 것은

입수한 자료의 목차를 그대로 번역해 과학기술 전 분야

당시 정부의 예산회계가 4분기로 분할 집행되고 있어

를 한 권으로 묶은「과학기술문헌목록집(科學技術文獻

이를 모아 일괄 처리했기 때문이다.

目錄集)」창간호를 그해 연말에 발행한 것이 전부였다.

한편 기증 및 교환을 통한 자료수집도 센터 창설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깝고 문장 구조상 번역이 용이하

초창기부터 추진되었다. 그런데 당시는 교환용 국내 자

며, 학술·문화·제도 등에서 공통점이 많아 JICST는

료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고, 교환 및 기증

초창기부터 줄곧 KORSTIC의 롤 모델이 되어왔다.

대상처도 파악되지 않은 상태였다. 때문에 FID 회원국

이 간행물은 센터 창설 후 최초로 발주한 5~10년

의 회원, 국내 주재 외국공관, 외국 주재 우리나라 공관

분의 과년호를 포함해 1,200종에 달하는 문헌자료 중에

등과 접촉해 기증 및 교환을 유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서 1962년에 도착한 일본지역의 문헌을 기사 단위로 정

올리지 못했다. 이듬해인 1963년부터 교환용 국내 자료

보 처리해 과학, 의학, 농학, 공학, 원자력 등 5개 부문으

가 확보되어 교환 및 기증이 이루어져 그해에 150여 종

로 대분류해 한 권에 수록한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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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특허목록집
(外國特許目錄集)」

비록 초보적인 수준의 성과물이었지만 국내 최초로 간

용품, 일용품잡화 등 7개 산업 부문으로 분류했고 기사

행된 책자인 만큼 의미는 남달랐다. 이 분야에 대한 경

번호, 공보번호, 분류번호, 특허명칭, 발명, 실용신안 구

험이나 지식을 갖춘 사람도 드물고 국내엔 참고할만한

분, 국명, 면수, 도면 수 등을 기재했다.

사례가 없어 일본, 인도, 프랑스 등의 과학기술정보기

당시 우리나라의 산업기술은 일본의 반도체나 가

관에서 발간된 출판물을 참고해 펴냈던 것이다. 1963년

전제품을 모방해 조립, 생산하는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

9월 발간된 제2권 6호부터「과학기술문헌목록집」은 좀

에 특허 역시 일본 정보에 편중될 수밖에 없었다. 따라

더 세분화된 형태를 갖추었다. 종전에 5개 부문으로 대

서 이 간행물도 일본의 특허목록을 번역, 소개하는 것

분류해 한 권에 수록하던 것을 A(수학, 물리, 화학, 공학

에 국한되었다.「외국특허목록집」은 1964년에「외국특

편), B(생물, 의약학, 농학편) 두 시리즈로 분책했고 분

허속보」로 개칭되고, 일본 특허와 함께 미국 특허도 수

류표를 제정, 기사를 중분류해 수록했다.

록했으며, 1965년부터 특허 정보량이 크게 늘어나 발간

이와 함께 1963년 11월에는「외국특허목록집(外國
特許目錄集)」
을 창간했는데, 이 역시 특허와 관련한 국

주기를 월간에서 격주간으로 변경했다.
KORSTIC 출범 이후 첫 발간된「과학기술문헌속보

내 최초의 간행물인 만큼 의미가 컸다. 이 작업은 1963

(科學技術文獻速報)」
와「외국특허속보(外國特許速報)」

년에 신설된 정보처리부에서 담당했는데, 당시로선 국

는 제작 과정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일일이 입수

내 유일의 특허검색 및 조사를 수행하는 부서였던 만큼

된 자료를 분류해 등록한 후 이것을 해당부서 관련자에

KORSTIC의 특허 업무는 우리나라의 특허 역사와 궤를

게 이송하면 전공자가 하나하나 관련 문헌을 선택, 추

같이 하게 되었다.

출했다. 그런 다음 서지사항을 작성해 분류하고, 타이

「외국특허목록집」은 1963년도「일본특허공보(日

핑과 교열작업을 거쳐야 했기 때문에 발간되기까지 꼬

本特許公報)」중에서 4,479건의 특허를 선별해 수록한

박 한 달이 걸리기 일쑤였다. 그래서‘속보’
라는 말이

것이었다. 편집은 일본특허분류법에 따라 ①농예, 수

무색할 정도였지만 당시에는 정보이용자가 며칠 동안

산, 식량 ②채광, 금속, 화학 ③섬유관련 실용 ④내연기

일일이 자료를 검색해야 했던 시절이었던 만큼 이들 속

관 ⑤운송, 토목, 건축, 위생 ⑥통신, 사진, 측정 ⑦사무

보는 정보제공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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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확산과 홍보를 위해
발행된「KORSTIC」
지

기관을 알리기 위한 홍보용 기관지「KORSTIC」
의 창간

기를 이용하여 소장자료를 복사해 제공하는 방식으로

갓 탄생한 기관인 만큼 본격적인 정보서비스 활동을 위

이루어졌다. 감광지를 자료에 밀착시켜 실물대로 복사

해서는 기관의 사업을 알리는 일이 시급했다. 이에

하는 방식인 만큼 비효율적일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들

KORSTIC은 1963년 3월 기관의 역할과 기능은 물론 주

어 정보기관의 복사 서비스용으로 적합하지 않았지만

요 사업분야를 널리 알려 수요를 창출한다는 취지로 홍

수요가 적었던 탓에 서비스를 감당하는 데 큰 무리가

보용 기관지인「KORSTIC」을 창간했다. 윤일선 위원장

없었다.

은 창간 축사에서“KORSTIC지는 과학자만이 아닌 일

진일보한 복사 서비스는 그해 9월 마이크로필름

반 대중에게까지 과학기술정보활동을 널리 보급시키

카메라(Dea-Graph CA-7형)와 확대기 및 현상기가 도입

는 역할을 할 것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과학기술에 일

되면서 시작되었다. 이 기종은 국내 최초로 도입된 자

대 비약을 가져오는 KORSTIC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동식 대형 카메라로,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크게 개선

발간 취지를 밝혔다.

되어 유네스코의 기술원조로 새로운 기종이 도입될 때

이 간행물은 구독을 희망하는 사람에게 발송료 포

까지 사용되었다.

함 34원에 발송되었다.「KORSTIC」은 1963년 7월과 12

한편 직원의 해외 파견과 국제회의 참가도 이때부

월에 2,3호가 발간되었으며, 1966년 12월 Vol.3 No.1(통

터 추진되었다. 1963년 1월 외국 정보기관의 활동 분석

권 9호)까지 발간되고 폐간되었다. 이후 1971년에

을 위해 1개월간 간부직원 1명을 JICST에 파견하여 제

KORSTIC은「정보관리연구(情報管理硏究)」지로 개칭

반 운영사항을 교육받도록 했다. 그리고 같은 해 10월

해 복간함으로써 홍보용 기관지 발간을 통한 기관의 홍

인도 국립과학문헌센터(INSDOC)에서 개최한‘동남아

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지역 문헌정보활동 훈련과정’에 직원 1명을 파견했다.
또한 같은 해 6월 홍콩에서 열린‘아시아·태평양 지역

정보제공 서비스의 개시 및 직원의 해외 파견훈련

과학정보기관장회의’에 권영대 회장이 참석하여 기관

정보제공 서비스는 2차년도인 1963년 3월에 개시되었

을 알리고 각국 대표와 정보교환을 협의했다.

다. 문헌복사 서비스는 처음에는 확산전사식 서적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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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독자적 운영을 위한

역대
기관장
소개

문교부 산하 사단법인으로 전환
1) 사단법인체로 새출발하다

권 영 대 사단법인 시절 초대 회장
1964. 2~1967. 3

사단법인체 출범의 의미
●

권영대 회장은 1964년 2월 KORSTIC이 문교부 산

하의 사단법인으로 출범할 때 초대 회장으로 취임했다. 당시는
사무총장 제도를 운영해 오익상 사무총장과 함께 기관을 이끌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에 편재되어 2년간 업무 경험과
사업 기반을 닦은 KORSTIC은 마침내 독자운영의 길로

었다. 이때부터 KORSTIC은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사무실에서

들어선다. 1963년 10월 개최된 KORSTIC 전문위원회는

벗어나 임차 건물을 얻어 자체적인 공간에서 업무를 시작했는

1962년 4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의결대로 독립할

데, 특히 권영대 회장은 자체 소유의 건물을 마련하기 위해 재
임기간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상황을「KORSTIC 10년
사」
에서 이렇게 회고했다.
“정부의 보조금으로 키우고 있는 어린 것의 젖이 마르지 않
게 하기 위해 당국에 목마르도록 보채도 보았고, 적산(敵産)도 찾
아다녔지만 모두 허사였다. 그렁저렁 하는 동안에 유네스코 원
조로 도입키로 한 $54,000 어치의 인쇄기가 들어올 날이 점점
다가오게 되었다. 다급해졌다. 이리하여 억지춘향으로 얻은 것
이 창경원 한 모퉁이의 둔덕 330㎡(100평)도 못되는 땅이었다.”

것을 결정하고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
준비위원회를 조직해 1963년 12월 28일 사단법인 한국
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총회를 개최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이 자리를 통해 정관이 통과되고 임원이
선출되었지만 문교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못해 이듬해
인 1964년 2월 15일 재차 설립총회를 열어 정관 심의와 임

이처럼 자체 건물을 마련해 발전의 토대를 다졌다는 점에서

원 재선출 과정을 거쳤다. 이때 선출된 임원은 이사에 최

큰 기여를 했다. 이런 업적 못지않게 재임기간에 발간한 영문판

기철, 권영대, 홍문화, 손응용, 이종환, 정상근, 오익상 등

「한국과학자업적목록(韓國科學者業績目錄)」
은 해방 후 20년간
의 우리나라 과학자들의 연구논문 1만여 편을 수록한 것으로서,

7인이었고, 감사로 박익수, 민병태 등이 선출되었다. 이

국내 최초로 우리 과학자들의 연구업적을 총망라해 국내외에

어 그해 2월 25일 제1차 이사회를 열고 회장(권영대), 부

소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또한 기관의 역량을 다지면서

회장(최기철)을 선출하고 사무총장(오익상)을 인준했다.

다양한 사업을 궤도 위에 올려놓는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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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설립취지문
현대의 현저한 특색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경제, 사회 및 문화발전에 중대한

게 만든다. 선진제국에서는 이러한 정보활동을 어느 연구소나 기업체의 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다. 20세기에 들어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과

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시켜 이미 많은 해결을 보았고 앞으로의

학기술에 관한 문헌정보의 집적은 그 이용방법에 대하여 새로운 방안을 모

발전에도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색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선진제국의 진지한 연구대상으로 되었고, 그

이러한 세계적인 실정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는 경제적 핸디캡에 의한

결과 도큐멘테이션(Documentation)수법을 도입한 정보활동이 급진적으로

입수정보량의 빈곤상태에 있을 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나 어학적으로도 정

개발되어가고 있다.

보수집은 물론 그 처리방법에 있어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는 것이다. 그러

실로 근대 과학과 기술의 특징은「전문분야의 세분화」
「상이한 전문분야

므로 정보활동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더욱 고조되는 바이다. 상기한 모든 사실

의 상호관련」및「경계영역의 확대」
에 있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일개의 기업

로 미루어 보아“과학기술정보활동”
은 다음에 열거하는 업무를 합리적으로

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많은 기술분야가 필요하게 되었고 그들에게「새로운

수행할 수 있어야 할 필연적이고도 시급한“국가적인 요청”
이 아닐 수 없다.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광범위”
한 정보원의 수집이 절대적으로 요구되었
다. 그러나 문제는 수집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집한 막대한 정보량 - 이
화학 및 광공업에 관계되는 정보만 하더라도 연간 약 백만 건이나 발표된다

1. 필요한 문헌을 포함하는 정보원을 망라적으로 신속하게 수집, 그 중에
귀중한 정보를 그 내용에 따라 초록, 분류, 정리하는 것.

- 속에서 자기의 연구에 필요한「새로운 정보의 파악」
을 어떻게 해내느냐 하

2. 이것들을 종합하여 초록지(문헌속보)를 간행하는 것.

는 것이다.

3. 원문을 복사, 번역 제공하는 것.

정보활동이 개발되지 못했던 과거에 있어서는 전체 연구시간의 약 51%
가 문헌을 찾는 데에 소비되어 실제 연구에만 충당할 수 있는 시간은 49%밖
에 되지 않았다는 선진제국의 통계는 정보의 산더미 속에서 필요한「새로운
정보의 파악」
의 문제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여실히 가리키고 있다. 환언하면

4. 정리된 정보를 질문에 응하여서 기계를 사용하여 검색하는 것.
5. 모든 연구기관, 조사기관 및 정보기관과의 네트워크 시스템을 갖추고
질문에 관한 여러가지 조사를 하는 것.
6.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진흥에 관한 조사활동

“광범위”
한 수집에 이어「새로운 정보의 파악」
을 용이하게 하는 정보처리
작업을 가한 다음 한 기업체이면 그 기업체 내에서, 한 연구소이면 그 연구

이상의 모든 문제를 종합적,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전문적이고도 중추적

소 내에서, 한 국가이면 그 국가 내에서 항상 원활하게 순환하여 흡수될 수

인 기관으로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는 이제 그 시점을 보게 되었던 유네스

있도록 정보유통의 시스템을 확립하게 하는 모든 활동, 즉 정보활동이 현대

코한국위원회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보다 활발하고도 독자적인 기관으로

의 과학기술개발에 절대적으로 요청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과학기술의 개

우리나라의 고질적인 경제의 악순환에서 벗어나 번영에의 원동력이 되는

발이 기업체 사이에서나, 미·소와 같이 국가 사이에서처럼 경쟁의 대상이

과학기술진흥을 적극적으로 지원코자 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되어 있다면 1초를 다투는 신속성이 요구되어서 정보활동을 가일층 복잡하

설립한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115

kisti 제1부(3차수정완료)

2012.1.27 3:12 PM 페이지116

TG 2540DPI 150LPI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와룡동 청사 전경

인 등록을 마치고 3월 2일 임원 취임식을 갖고 정식 출

사무실 이전 및 와룡동 청사의 신축

범했다. 기구도 정비되어 기획실, 총무실, 문헌부, 업무

사단법인체로 독립한 후에도 KORSTIC은 한동안 유네

부 등 2실 2부체제로 개편되었다.

스코 한국위원회 구청사를 사용했다. 이후 조직 확대로
사무 공간이 협소해지자 인근 건물을 임차해 3군데에
분산되어 근무했다. 그러던 중 유네스코 한국위원회가
구청사를 매도하자 KORSTIC은 1965년 7월 15일 서울
시 중구 양동 소재의 대한생명빌딩 4층 약 330여㎡(100

역대
기관장
소개

여 평)를 임차해 이전했다. 한편 센터는 사단법인으로
독립하면서 청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무엇보다 유네스코의 원조를 받아 도입하기로 한 인쇄

홍 문 화 사단법인 시절 2대 회장
1967. 3 ~ 1967. 7

기의 도착 날짜가 다가오고 있어 청사 확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였다. 권영대 회장은 당국에 여러 차례 지
원을 요청하는 등 청사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

●

홍문화 회장은 전임 권영대 회장과 오익상 사무총장

이 1960년대 중반에 발생한 미주지역의 자료발주 사고에 대해

였다. 그 결과 정부로부터 청사 건축비용 1,300만원을
확보했으며, 서울시 종로구 와룡동 2번지의 국립과학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서 이지찬 사무총장과 함께 기관을 맡아
이끌었다. 그런데 1967년 3월에 취임했지만 그해 8월
KORSTIC이 과학기술처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이
임해 실제 재직기간은 5개월에 불과했다. 홍문화 회장은 서울
대 약학대학장, 국립보건원장, 대학약학회장 등을 역임한 약학

관 부지 약 330㎡(100평)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청사를 신축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예산과 비좁은
부지였지만 당시로선 최선의 조치였다. 센터는 1965년

및 건강 분야의 전문가로서「건강장수법」등 많은 건강관련 도

9월 청사를 착공하여 1966년 5월 15일 1차 준공했다.

서를 출판했으며, TV 등 방송에도 다수 출연해 국민들에게 널리

연면적 723㎡(219평)의 3층 규모로 건설되었는데, 결국

알려졌으며, 1984년에 대한민국 과학기술상을 수상했다.

예산 부족으로 3층은 일부 골조까지 시공한 채 중단되
었다. KORSTIC은 그해 6월 이곳으로 이전해 1969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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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8년부터 운영된 마이크로필름 카메라

월 홍릉 신청사로 입주할 때까지 사용했다. 이 건물은

기의 선정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많은 도움을 주었다.

추가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에 끝내 완공을 보지 못
해 3층은 임시로 판자와 블록으로 칸막이를 설치해 사

유네스코 원조기기 도입 및 직원 해외 파견훈련

용했다. 환경이 열악했던 탓에 장마철에는 빗물이 새어

센터는 웅크라 잉여자금에 의한 유네스코 원조기기 도

사무실 바닥이 물바다가 되곤 했다.

입으로 확정받은 54,000달러에 상당하는 문헌복사기기
와 인쇄기기에 대한 목록을 작성해 1965년 10월 정부에

2) 유네스코 원조가 개시되다

제출했다. 이들 기기는 신청일로부터 무려 1년 반이 지
난 1967년 5월말에 당도했다. 정부의 최종 재가를 거쳐

유네스코 기술 원조 및 문헌전문가 파견

파리에 있는 유네스코 본부에 제출되고, 다시 일본에

유네스코의 기술원조에 의한 문헌전문가 파견과 문헌

파견 연수 중이던 직원의 현지조사 보고를 받아 구매절

복사 및 인쇄기기의 도입은 사단법인 출범을 기해 본격

차를 거쳐 일본에서 기재를 구매, 선적해 인천항에 도

적으로 이루어졌다. 유네스코 본부는 기술원조를 위해

착한 것이었으니 입수과정도 꽤나 복잡했다.

1962년에 전문가를 파견해 예비조사까지 마쳤지만 자

당시 도입된 기기는 마이크로필름 카메라 2대·마

금사정으로 인해 곧바로 원조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

이크로필름 자동현상기 1대 등 문헌복사기기 16종, 소

런 상황에서 1963년 7월 정부의 배려로 국제연합한국부

형 옵세트인쇄기 2대·사진식자기 1대·제판카메라 1

흥단(UNKRA) 잉여자금의 사용을 허락받아 그해 12월

대 등 각종 정보간행물 출판용 간이인쇄기기 12종, 환

97,000달러에 달하는 웅크라 잉여자금에 의한 유네스코

등기·실물환등기·반자동 구내전화교환기 등 교육훈

기술원조가 확정되었다. 해를 넘긴 1964년 7월 11일 유

련 및 사무용기기 7종 등이었다. 그런데 신축된 청사가

네스코 전문가 Walter T. Lorch 박사의 내한을 시작으로

미완공 상태였던 탓에 도착된 기기들은 시운전조차 해

마침내 유네스코의 원조가 개시되었다. Lorch 박사는

보지 못한 채 창고에 보관되었다.

1965년 3월 귀국하기까지 서류 및 문서관리의 기술지도

이들 기기들은 재단법인 시절인 1968년 1월부터

를 비롯해 해외 파견훈련생의 선발, 문헌복사와 인쇄기

가동에 들어갔다. 더 이상 가동을 미룰 수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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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KORSTIC은 미완공 청사의 3층 골조부문을 판자로
막아 마련한 공간에 기기들을 조립 배치하고 가동했다.
기관이 출범하던 해인 1962년 10월에 신문공고를 보고 응시해 8명이 채용되
었으니, 우리는 창설 멤버인 동시에 사실상 공채 1기였다. 일반 회사와 달리 국
가 기관이고‘과학기술정보’
라는 말에 당시 젊은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

그리고 유네스코 기술원조에 의한 직원의 해외 파
견훈련은 1965년 5월부터 시작되었다. 새로 도입될 문

200명도 넘는 많은 사람이 응시해 경쟁이 아주 치열했던 것으로 기억한다. 분

헌복사 및 인쇄기기에 대한 기술훈련을 위해 그해 11월

야별로 테스트와 면접을 거쳐 전공별로 한 명씩 뽑아 윤일선 위원장이 최종 결

까지 6개월간 직원 1명을 일본에 파견해 JICST와 기타

정을 했다. 당시 윤 위원장은 고령이었던 탓에 기관의 실무는 마동성 부장이
이끌고 갔으며, 우리와 함께 연도별 사업계획을 의논해 수립했다.
해외 자료 구입이 우선이었는데, 당시 예산은 충분했다. 분야별 대학교수들
로부터 구입 자료에 대한 자문을 듣고 입수했다. 그리고 1962년「과학기술문
헌목록집」
을 시작으로 간행물을 발간했는데, 당시엔 인쇄하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서 등사를 했으며, 필경사(筆耕士)를 동원했으니 여러모로 시간이 많이 걸
리고 고생이 많았다.
1965년에 대한생명 빌딩으로 이전을 했는데, 늘 좁은 공간에서 근무하다

기관에서 훈련을 받도록 했다. 이어 전자계산기에 의한
정보 축적 및 검색 등 정보처리의 기계화에 대비하기
위해 직원 1명을 1966년 2월부터 6개월 동안 미국의
Western Reserve Univ. 및 뉴욕 Service Bureau Corp. 등
에 파견해 전자계산기의 프로그래밍 기술을 습득하도

보니 매우 넓고 깨끗해 직원들이 매우 좋아했던 기억이 난다. 이후에 홍릉으로

록 했다. 해외 파견훈련은 이후 유네스코 기술원조 재

이전을 하면서 비로소 자리를 잡게 되는데, 당시 파워 있는 인물들의 영향력이

원이 고갈되면서 중단되었으며, 1차로 일본에 파견되

없었다면 꽤 오랫동안 좁은 공간을 벗어나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
나는「과학기술문헌속보」
와「외국특허속보」
를 만드는 일을 했는데, 1968
년에 신설된 특허과장을 맡았다. 특허업무의 중요성이 커질 때인 만큼 기업들

었던 직원을 제외하고 다른 기관으로 전출가거나 퇴직
해 해외연수 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했다.

의 연구개발을 위한 정보제공에 남다른 사명감을 갖고 일했다. 당시 대기업들
은 모두 우리의 고객이었고 우리 도움에 힘입은 성과들도 참 많았다. 이 밖에
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술상담과 분야별 전문 정보지를 제작해 배포한

3) 사단법인 시절의 주요 사업

것은 관련 분야의 산업발전에 큰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1970~1980년대에
KORSTIC은 우리나라의 특허와 관련한 업무의 발전에 큰 기여를 했는데, 당시
특허정보실을 이끌면서 기업체를 상대로 한 특허정보 제공은 물론 일본의 공

원활하지 못했던 자료수집

업소유권 제도 연구와 국내 특허청의 법 및 제도 제정을 위해 적잖은 기여를

자료수집과 정보처리 및 간행물 서비스 등 KORSTIC의

했다고 자부한다.

목연균(특허정보실장, 재직기간 : 1962.10~1998.6)

기본사업들은 초창기에 이미 기반을 잡은 상태였다. 하
지만 필요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하고 청사 신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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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문헌속보(科學技術文獻速報)」
와「특허속보(特許速報)」

시급했기 때문에 사단법인 시절에는 초창기 사업을 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특히 그해 9월 영국의 대영박물

승하는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자료수집은 초창

관으로부터 자료교환 제의와 함께 Natural history편(지

기 발주분이 사단법인 발족 후까지 계속 도착되었기 때

질학, 곤충학, 식물학, 동물학, 광물학)의 견본 5권을 받

문에 1964년에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그런데 1965년

았지만 교환용 국내자료가 없어 수락하지 못하는 상황

에 총 예산의 60%가 와룡동 청사 건축비로 쓰였던 탓에

이 벌어지기도 했다.

자료수집 예산이 크게 위축되어 123종밖에 구입하지
못했다. 그래서 1966년에 이를 만회하고 자료수집사업

정보처리 및 간행물 발간사업의 의미 있는 성과들

을 정상 궤도에 올려놓기 위해 대행사를 통하지 않고

정보처리 및 간행물 발간사업 역시 초창기에 다진 기반

직수입하는 방식으로 1966~1967년분 744종 및 440종을

아래 정보처리량을 증가시키고 기존의 간행물을 계승

발주했으며, 1967년에는 다시 대행업자를 통하여 145

해 발간했을 뿐 큰 변화는 없었다. 먼저「과학기술문헌

종의 자료를 발주했다.

목록집」은 1964년 4월 발간된 3권1호부터「과학기술문

와룡동 청사 건축으로 자료구입이 크게 위축되자

헌속보」로 개칭되었으며, 1965년 6월 발간된 4권1호부

KORSTIC은 외국 비매자료에 대한 기증 및 교환사업을

터 분류표를 개정해 A(수학, 물리, 기계, 금속, 광산, 지

강화해 자료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의

질, 전기, 전자), B(화학, 화공, 섬유, 건축, 토목), C(생

일환으로 대한화학회와 한국물리학회에 특별회원으로

물, 농학, 약학)의 3편으로 발행했다.

가입해 교환용 국내 자료를 확보해 외국기관과의 교환

그리고「외국특허목록집」은 1965년 4월(2권1호)

자료로 활용했다. 또한 일본수산학회 등 다수의 외국학

부터「외국특허속보」로 개칭되었으며, 2권5호부터 종

회에 가입해 필요한 정보자료를 입수하기도 했다.

전의 일본 특허뿐만 아니라 미국 특허까지 수록했다.

하지만 당시로선 교환용 국내자료가 매우 부족했
던 탓에 외국과의 자료교환 활동은 활발하지 못했다.

이어 1965년 5월(3권1호)부터 입수되는 특허정보의 양
이 크게 증가해 격주간으로 발행했다.

1967년에는 유럽 지역의 새로운 기증 및 교환대상기관

이 시기에 특기할 만한 성과는 해방 이후 20년간

을 다수 개발했지만 교환용 국내자료를 확보하지 못해

국내 과학자들의 연구업적을 해외에 소개하기 위해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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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판으로 편집한「한국과학자업적목록(韓國科學者業

데 1966년에 편찬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헌사들이 총동

績目錄)」의 발간이었다. 1966년 8월 간행된 이 간행물

원되어 해당 분야별로 분담해 수개월간 작업 끝에 결실

은 제1집으로 1945년부터 1965년까지 국내외 학술잡

을 보았다. 이 목록집은 1966년 8월 개최된‘제11회 태

지, 연구보고서, 논문집 등에 발표된 국내 과학자들의

평양 과학자회의’에서 호평을 받았으며, 이후 자료교

학술논문 및 학위논문 10,664편이 조사 수록되었다. 이

환용으로 해외에 널리 배포되었다.

목록집은 원래 1964년 5월부터 실시된‘한국 과학자·
기술자 연구업적조사’결과를 정리해 1964년에 출판할

초보적 수준의 문헌복사 서비스

예정이었다. 그런데 조사가 미진해 기간을 연장한 가운

문헌복사는 서비스를 개시한 1963년에는 1천여 건에

60년대 말 정보처리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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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회 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1966)

불과했지만 이듬해인 1964년부터 크게 증가했다. 1964

활동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다. PR용 팸플릿을 제작해 기

년에 4,800여 건에서 1967년에는 6,400여 건으로 늘어

업체 및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배포하면서 기관을 홍보하

났다. 당시 복사 서비스는 마이크로필름 카메라(Dea-

기 시작했으며, 라디오 방송을 통한 홍보활동도 펼쳐 사무

Graph CA-7형)와 확대기 및 현상기를 이용해 제공되었

총장 및 임원들이 좌담 형식으로 출연해 기관을 알렸다.

는데, 이전 기기에 비해 효율성과 비용 면에서 크게 개

당시엔 과학기술정보 분야에 익숙하거나 종사 경험이

선되어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있는 사람들조차‘정보’보다 자료수집이나 자료정리

자료별 복사제공 비율은 센터 소장 문헌자료가

등과 같은‘자료’의 개념이 더욱 익숙한 시절이었다.

60%를 차지했고, 국내 비소장 자료(주로 특허와 관련

기관의 성격 또한 도서관학적인 문헌자료의 개념에 더

한 외국 복사 의뢰)가 40% 수준이었다. 이중 비소장 자

익숙해 있었다. 그런 만큼 실제로 자료를 수집, 정리하

료는 JICST 및 CNRS(프랑스 국립과학연구본부) 등 외

는 부서를‘정보자료실’이라고 명명했던 것처럼‘정

국 과학기술정보기관에 의뢰해 마이크로필름으로 자

보’와‘자료’는 유사 개념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기

료를 입수해 복사 제공하거나, 국내 연구기관 및 대학

업이나 연구기관에게 기술정보의 개념을 전파하고 기

에서 자료를 대출 받아 복사하여 제공했다.

술정보 또는 자료의 이용을 촉진시키는 것은 당시

이용처별로 보면 기업체 50%, 연구기관 22%, 대학

KORSTIC이 펼친 홍보활동의 근간이 되었다.

11.6%, 개인 8.5% 등의 순이었다. 기업체 중에서 업종

이 시기에 기관을 홍보하기 위한 대표적인 활동은

별로 보면 화학공학 40%, 섬유공학 12%, 제약공업

KORSTIC이 주관해‘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를 개최한

11%, 식품공학 10%, 전기전자공업 8%, 금속공업 6% 등

것이었다. KORSTIC은 기관 홍보를 겸한 정보관리기술

의 순으로 화학 및 화공 분야에 대한 수요가 압도적으

의 국내 보급과 기업체 및 연구기관 등 정보관리 부문

로 많았던 시절이었다.

에 종사할 정보관리전문가의 양성을 위해‘과학기술
정보관리강좌’를 개최했다. 제1회 정보관리강좌는

기관을 알리기 위한 홍보활동들

1966년 5월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개요와 공업소유권

사단법인 시절에는 기관의 주요 사업을 알리기 위한 홍보

문제 및 외국 기업체의 정보활동 등을 주제로 개최되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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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후 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는 1970년대 들어 정례

경제 확립을 더욱 촉진하는 것이었으며, 이를 위한 기

행사로 자리잡아 기관을 널리 알리고 정보관리전문가

본방향을 △식량 자급, △철강·기계 및 화학공업 중심

를 양성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다.

의 공업구조 고도화, △수출증진과 수입대체에 의한 국
제수지 개선, △고용증대와 인구팽창 억제, △국민소득
향상, △기술수준과 생산성 제고 등으로 수립했다.

4. 성장의 전환기를 맞이하다

이와 함께 제2차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이 수립,
추진되었다.“과학적인 풍토를 조성해 사회생활과 사고

1) 과기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재발족

방식의 과학화를 기한다.”
는 목표 아래 △과학기술 행
정제도의 정비, △과학기술교육의 강화, △기술훈련의

획기적으로 강화된 정부의 과학기술 지원정책

강화, △국제협력의 강화, △기술타당성조사 등을 중점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은 성공적으로 완수된다. 이

적으로 추진하면서 경제개발계획을 뒷받침해 나갔다.

기간 동안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7.8%로 당초 계획을

이처럼‘과학기술입국’을 모토로 정부의 과학기

초과 달성했다. 특히 전기산업을 포함한 광공업부문이

술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크게 강화되면서 우리나라는

급성장해 연평균성장률 14.3%를 차지하면서 산업구조

과학기술 발전에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1966년 2월

개편에 적잖은 진전을 가져왔다. 이에 힘입어 수출은

10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소(현 KIST)4)

1966년에 2억 5,580만 달러를 기록해 계획보다 1억

가 출범해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했으며, 같은 해에 과학

1,800만 달러를 초과 달성했다.
이런 호실적에 고무된 정부는 제2차 경제개발계획
(1967~1971년)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그동안의 경험과
국내외의 경제여건을 다각적으로 반영한 장기전망을
토대로 했다는 점에서 2차 계획은 1차 때보다 우수했

4) 1965년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한국
의 공업발전을 위한 연구소 설립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1966년 2월 10일 한
국과학기술연구소로 설립되었으며,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라 1981년 한국
과학원과 함께 한국과학기술원(KAIST)으로 통합되었다가 1989년 6월 12일
기초 및 원천 기술개발을 위한 대형 국책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종합연구기관
으로서 한국과학기술원 연구부를 독립, 발족시켜 오늘날 한국과학기술연구

다. 이 기간의 기본목표는 산업구조를 근대화하고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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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락 이사장이 참가한 이사회 모습(1969)

기술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

서 과기처 산하로 이관된다. 이에 따라 기관의 강력한

을 위한 법률인‘과학기술진흥법’이 제정, 시행된다. 이

육성을 위한 입법과 재단법인체의 설립이 요구되었다.

어 1967년에는 과학기술처가 발족해 중앙정부 차원의

1967년 7월 개최된 임시총회에서는 사단법인의 해체와

과학정책 수립과 기술개발 촉진사업이 본격적으로 전

재단법인체의 설립이 결의되었으며, 청산위원회를 구

개된다. 과학기술 발전을 뒷받침하는 국내의 이러한 제

성해 사단법인체의 해산 절차에 들어갔다. 그리고 그해

반 환경변화는 KORSTIC에도 큰 영향을 미쳐 본격적인

8월 8일 김기형 과기처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이사장 및

성장 시대를 개막하는 지렛대가 된다.

임원 취임식을 가지면서 재단법인체가 정식 발족했다.
재단법인 설립 초기, KORSTIC은 이사장이 상근하

재단법인 발족과 이후락 이사장의 추대

면서 사무국을 직접 관장하는 이사장 직할제로 운영되

과학기술처의 신설을 기해 KORSTIC은 문교부 산하에

었다. 그리고 과(課)제도를 도입해 1실 2부 8과로 조직

재단법인체 초대 이사장 및 임원진

새로 구성된 이사진(1968.8.29)

■ 이사장: 최동락

■ 이사장: 이후락(청와대 비서실장)

■ 이 사: 손응룡(고려대 농대 교수)

■ 이 사: 신동식(대통령비서실 경제 제2수석비서관)

김병희(동국대 산업대학원장)

박두병(대한상공회의소 소장)

육종철(한양대 공대 교수)

김홍기(대한이비인후과 학회장)

우형주(서울대 공대 교수)

정주영(현대건설(주) 사장)

이종문((주)종근당 상무)

이 량(서울대 공대학장)

조봉식(한일나이롱(주) 부사장)

이재철(과학기술처 차관)

문일순(의학박사)
김경진(기업인)
■ 감 사: 김태욱

■ 감 사: 김태욱

■ 고 문: 이지찬(전 사무총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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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대하는 등 의욕적인 출발을 했다.

역대
기관장
소개

KORSTIC은 1968년 8월 29일 긴급이사회를 개최하
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한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
전을 도모하겠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최 동 락 재단법인 시절 초대 이사장
1967. 7 ~ 1968. 8

이날 긴급이사회를 열고 정권의 실세이던 이후락 청와

●

최동락 이사장은 1967년 7월 KORSTIC이 과학기술

KORSTIC을 강력히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단적

처 산하의 재단법인으로 출범할 때 초대 이사장으로 취임해

으로 보여주는 것으로서 상당히 놀랄만한 일이었다. 이

대 비서실장이 이사장으로 추대된 것이다. 이는

1968년 8월까지 재임했다. 농촌진흥청 차장 출신인 최 이사장
은 재임 기간이 1년여에 불과해 큰 업적을 남기진 못했지만 재

와 함께 이사장 직할제를 사무국장제도로 바꾸고 김두

임 당시에 청사의 신축을 비롯해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

홍 사무국장이 취임했다.

의 제정, 국고보조금의 확보, 직원의 처우개선, 정보수요의 개
발 등 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던 상황에서 과제들을 해결하기

그리고 이즈음, 홍릉 신청사 건축을 앞두고

위해 동분서주했다. 그 결과, 청사 신축비의 일부를 마련했고,

KORSTIC은 1968년에 직원 공개채용을 실시했다. 신문

육성법의 초안을 마련했으며, 정보수요 개발을 위해 회원제도

모집공고를 접하고 찾아온 지원자 수가 250명을 넘을

를 도입해 자체 수입의 기틀을 잡는 등의 업적을 남겼다.

정도로 경쟁률이 매우 높았으며, 전공별 면접을 거쳐
이영시, 이정일, 박경윤, 박혜옥, 김영옥 등 5명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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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성장과 발전의 디딤돌을 놓다

역대
기관장
소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의 제정 의미

재단법인으로 출범하면서 청사 신축과 함께 KORSTIC
이 후 락 재단법인 시절 2대 이사장
1968. 8 ~ 1969. 10

이 적극 추진한 일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의

●

이후락 이사장은 국내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을 도

금에 전적으로 의존해 운영되어 왔다. 이는 사업의 성

모한다는 박정희 대통령의 특별지시에 따라 KORSTIC을 강력

격으로나 국내 과학기술 정보의 수요량으로 볼 때, 자체

제정이었다. KORSTIC은 출범 이후부터 줄곧 국고보조

하게 육성한다는 취지로 1968년 8월 긴급이사회를 거쳐 이사
장에 취임했다. 청와대 비서실장이면서 정권의 실세였던 이후

의 사업 수입으로 독자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탓이었다.

락 이사장의 취임은 당시 정부의 과학기술육성에 대한 강력한

이처럼 국고보조금에 의존해 온 탓에 KORSTIC은

의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그의 취임을 기해 KORSTIC은 홍릉 신청사 부지를 확보, 준

필요 예산을 매년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보장이 없

공함으로써 본격적인 발전의 토대를 구축했으며, 육성법의 제

어 장기적으로 사업 발전을 도모할 수 없었다. 이 때문

정 및 공포 등 기관 발전을 위한 법적 및 제도적인 기반을 다지

에 법률로써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고 강력하게

게 되었다. 이 밖에도 조직 확대 및 직원 증원 등이 이루어져
KORSTIC은 국내를 대표하는 과학기술정보서비스 기관의 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육성법 제정이 절실했다.

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당시 KORSTIC은 이사장 직할제도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1968년에 한국과학기술정보공사

사무국장제도로 변경되었으며, 기관의 실무는 김두홍 사무국장이

법(안)이 한때 정부안으로 작성되어 검토되었다. 이어

이끌어갔다.

그해 12월 28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이 정부
안으로 국회에 제출되어 이듬해인 1969년 4월 29일 국
회에서 통과되어 그해 5월 19일 법률 제2109호로 제
정·공포되기에 이른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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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에 통합기관인 KISTI가 출범한 이후 개원 기념일에 대한 검토작업이 이루어졌다. 당시 몇

Activity
Root
Tomorrow

개의 안이 검토되었는데, 5월 19일로 정한 것은 통합기관의 전신에 해당하는 KINITI와 KORDIC 두
기관의 법률상 근거에 따른 것이었다. KINITI는 전신인 KORSTIC이‘KORSTIC 육성법’에 의거해
법률상 특별법인으로 1969년 5월 19일 재설립되었다(동법의 제정/공포일). 그리고 KORDIC은
1999년 5월 19일 출연(법)에 의거하여 법률상 독립된 특별법인으로 재발족(기관 설립등기)되었다.
이처럼 5월 19일이 KORSTIC과 KORDIC의 특별법인의 날이므로, 두 기관이 조화를 이루어 통합
기관인 KISTI로 출범한다는 의미를 담아 이날을 KISTI의 개원 기념일로 정하게 되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 (제정, 1969년 5월 19일, 법률 제2109호)
제1조(목적)

기술정보센터는 주무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를 받은 매

이 법은 과학기술에 관한 국내외 정보를 신속하게 수집 보급하기 위하

회계연도의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익연도 3월 20일까지 주무부

여 설립된 재단법인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이하“기술정보센터”
라한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를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의 진흥과 산업기술의 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검사 등)
① 주무부장관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기술정보센터에 대하여 그 업

제2조(출연금)
① 정부는 기술정보센터의 건설비와 운영에 필요한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기술정보센터에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금의 지급 사용 기타 관리 등에 관하여

무상황에 관한 보고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감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고 관계인에게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자료의 제공)
제3조(국유재산의 대부)
① 정부는 기술정보센터의 건립을 위하여 국유재산을 기술정보센터
에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다.
② 전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대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① 국가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국공립의 교육기관이나 연구기관
은 과학기술에 관한 조사서·보고서·연구논문 기타 정기간행물
(이하“과학기술서적”
이라 한다)을 발간한 때에는 2부를 기술정보
센터에 제공하여야 하며, 기술정보센터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소장
된 과학기술정보자료를 우선적으로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를 위한
대여를 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계획)

② 전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이외의 자로서 과학기술서적을 발간

기술정보센터는 매연도의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승인을

한 자는 그 발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술정보센터에 통보하여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야 한다.

제5조(실적보고)

제9조(시행령)

기술정보센터는 매년 4분기별로 사업실적과 수지상황조서를 작성하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여 분기종료 후 30일 이내에 주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칙
제6조(세입세출결산서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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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해외 유치과학자 1호로 귀국해
KORSTIC 사무총장에 취임한 조경철 박사

기구 및 조직의 확대 통한 기관 역량 강화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 제정을 계기로 기구 조

역대
기관장
소개

직은 새롭게 정비된다. 이사회 구성 1년 후, 신축청사의
준공과 청사 이전을 앞두고 강력한 사업추진을 위해
1969년 10월 사무국장 및 부실(部室)제도가 폐지되고

조 경 철 사무총장
1969. 10 ~ 1971. 2

사무총장 및 국(局)제도가 채택되면서 조경철 박사가
초대 사무총장으로 취임했다.
조경철 박사는 NASA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해
외 유치과학자 1호’로, 1968년 박정희 대통령의 부름을
받아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KORSTIC과 인연을 맺게 되
었다. 이후락 이사장의 추대에 이어 조경철 박사가 사
무총장으로 취임한 것은‘과학 한국’을 기치로 내세운
정부의 의지와 KORSTIC에 거는 기대감이 얼마나 큰지
느끼게 해 주는 일이었다. 이후 1971년 2월 KORSTIC은
홍릉 연구개발단지 내 각 기관과의 상호협조를 도모하
고 의결기능과 집행기능을 분리해 보다 강력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무총장직제를 폐지하고 소장직제

●

조경철 사무총장은 1969년 10월 홍릉 신청사 준

공을 계기로 사무총장 제도가 채택되면서 부임했다. 그는
박정희 대통령의 과학기술진흥정책에 따라 미국에서 귀국
한‘유치과학자 1호’
로, 미국 NASA의 최고연구원으로 활
약했다. 과학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호탕한 성격에
추진력이 뛰어난 그는 무엇보다 국민들에게 과학기술의 중
요성을 전파하는‘과학기술 전도사’
의 역할을 자임했으며,
국내외에 기관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공헌했다. 별을 너무
사랑해 호를 고성(孤星: 외로운 별)이라 붙인 그는‘아폴로
박사’
로도 유명했으며,『우주의 신비』
『아폴로박사의 별자
리 이야기』
『우주와 블랙홀』등 170권의 저서와 왕성한 방
송활동을 통해 국민들에게 천문학과 과학에 대한 지식을 전
파했다. 그는 연세대 이공대 교수 및 경희대 부총장, 한국천
문학회장, 한국우주과학회장,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장 등
을 두루 역임하면서 천문학을 비롯한 국내 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했다.

를 채택하면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김두홍 씨가 소장으
로 취임했다. 이와 함께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 소장과
과학기술처 차관 이외에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소장, 한
국과학원 원장, 국방과학연구소 소장 등 홍릉 연구개발

5) KORSTIC이 들어선 서울시 동대문구의 홍릉 일대는 1960년대 후반부터 우
리나라 최초의 대규모 연구개발단지로 자리잡았다. 한국과학기술연구소
(KIST)가 1966년 2월 설립되어 이곳에 자리 잡은 이후 KORSTIC에 이어 국방
과학연구소가 1970년 8월 자주국방을 목표로 군의 전력증강을 도모하는 연
구개발을 위해 설립, 이곳에 둥지를 틀었다. 1970년대 중반에 대덕연구단지

단지5) 내의 각 기관장들이 당연직이사로 참여했다.

가 조성되면서 홍릉은 제1연구단지, 대덕은 제2연구단지로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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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홍릉 신청사 시대를 열다

KORSTIC은 당시 산림청과 문화재관리국에 부지임차 사
용신청을 하고 32,472㎡(9,823평)의 부지를 확보했다. 당

1) 신청사 건축 및 준공

시 확보한 부지(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는 무상
사용분과 유상 사용분으로 구분되었는데, 무상 임차부지

정부의 특별지시로 부지 확보 및 건축

는 산림청 소관 국유지 15,500㎡(4,689평)으로 과학기술

재단법인으로 출범한 후 KORSTIC의 가장 절실한 과제

처장관의 국유재산관리환확정(무상사용승인)을 받았으

는 청사 신축이었다. 사단법인 시절에 건축한 와룡동

며, 유상 임차부지는 문화재관리국 소관 국유지 16,971㎡

청사는 연면적 723㎡(219평)에 불과했고 그나마

(5,134평)으로 문화공보부장관의 승인을 얻었다.

3층은 일부 골조까지만 시공된 미완성 건물이었으므로,

KORSTIC은 새로 확보한 부지에 1968년 11월 29일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

총면적 5,117㎡(1,548평/본관 3층 1,414평, 인쇄동 1층

이었다. 이에 서둘러 청사 신축을 추진해 서울시 서대

134평) 규모의 건물 착공에 들어갔다. 유신특수설계공

문구 신문로에 있는 중앙기상대 내에 760㎡(230평)의

단이 설계를 맡았고 한국스레트공업(주)이 공사도급계

대지를 확보하고 1968년 8월 3,300만원의 예산으로 연

약을 맺고 시공을 맡았다. 건축비는 국고보조금 1억

면적 1,322㎡(400평) 규모의 청사 건축에 착공했다.

8,452만원, 자체부담금 2,219만원, 한국스레트공업(주)

그러던 중 긴급이사회를 통해 이후락 이사장이 추

기부금 1,000만원 등 총 2억 1,672만원이 소요되었다.

대되면서 청사 신축은 전면 수정된다. 규모가 크고 입
지조건이 우수한 영구적인 청사를 건축하기 위한 새로
운 부지를 마련하는데, 바로 국내 최초의 연구개발단지
로 자리잡게 되는 홍릉 일대였다. 당시 인근에는 1966
년에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있고, 1970
년대 초반에 국책연구기관이 잇달아 들어서면서 이 일

6) 당시 KIST가 1966년 10월 기공식을 갖고 건축에 착수했지만 연구소 건설이
미국의 지원을 받는 한미 양국의 공동사업으로 진행되었던 탓에 모든 건축과
정의 절차가 까다롭고 더디게 진행되었다. 이에 박 대통령의 특명으로 1967
년 3월 육군 공사조정통제단이 발족되어 공사를 독려해 KIST는 착공 3년 만
인 1969년 10월 23일 준공되었다. 따라서 육군 공사조정통제단은 KIST와

대는 연구개발단지의 위용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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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 청사 신축 건설 관련 자료

당시 건축과정에서 흥미로운 점은 공사의 공정한 관리

관에 1천만원에 매도해 신청사 공사비의 미지불금액이

와 건실한 시공을 위해 육군공병장교로 구성된 7명의

충당되었다.

육군공사조정통제단(단장: 정세창)이 공사를 감독했고6),
센터의 자체부담금은 건축 관련 자재회사들이 희사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 준공식

건축자재들로 충당되었다는 점이다. 시멘트는 한일시

신청사는 착공 10개월여 만인 1969년 9월 30일 준공된

멘트·동양시멘트·쌍용양회, 철근은 동국제강, 유리

다. 정책적인 지대한 관심과 지원에 속도를 강조하던

는 한국유리, 합판은 동명목재에서 각각 기부 형식으로

군사정권이었기에 1년도 소요되지 않아 완공을 본 것

희사했다. 한편 와룡동 구청사는 1971년 1월 국립과학

이다. 준공식은 그해 10월 23일 박정희 대통령과 육영

홍릉 신청사 준공식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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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TIC 준공 보도기사

수 여사를 비롯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

KORSTIC의 준공은 당시 언론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보

데 개최되었다. 박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주요 인사들

도했다. 동아일보는 1969년 10월 28일 6면 상단에 지면을

은 조경철 사무총장의 안내를 받아 신축 청사의 주요

할애해
‘산업정보의 안테나 - 한국과학기술센터 개관’
이

시설들을 시찰했다. 준공식에 참석한 박 대통령 내외는

라는 제목 아래 센터 사진과 함께 3단 기사를 게재했다.

방명록에“축 한국과학기술정보센타 준공”이라는 글

한편 이보다 앞선 10월 20일 KORSTIC은 와룡동

을 남겼을 뿐 기념사와 같은 공식 문건은 남아 있지 않

청사에서 홍릉 신청사로 이전했다. 신청사 1층은 2,333

다. 홍릉 신청사 준공에 대한 정부의 지원과 관심이 어

㎡(706평) 규모로 이사장실을 비롯해 소장실, 기획관리

떠했는지는「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0년사」의 서문에

실 등 주요 부서, 회의실, 강당 및 숙직실, 전화교환실

이후락 이사장이 남긴 글을 통해 엿볼 수 있다.

및 창고 등으로 구성되었다. 그리고 2층은 1,765㎡(534
평) 규모로 자료부를 비롯해 서고, 복사실, 연구실, 세
미나실, 열람실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3층은 509㎡(154
평) 규모로 식당과 창고로 사용되었다. 이와 함께 별도
의 인쇄동에는 복사실과 인쇄실이 배치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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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층 강화된 기관의 역할과 위상

하지만 홍릉 신청사 건축으로 인해 자료구입에 충분한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던 만큼 구매자료의 부족분을 보

자료수집 규모의 점진적인 확대

충하기 위해 국내 과학문헌 영문초록집 등을 활용한 교

홍릉 신청사 이전을 기해 KORSTIC은 국내 유일의 정보

환 및 기증에 힘을 쏟았다. 기증 및 자료교환은 1969년

서비스기관으로서 자료수집 및 자료정리 사업 규모를

부터 활발해져 1970년대 들어 교환 및 기증에 의한 자료

확대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재단법인 시절,

수집이 구매 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차지하게 되었다.

자료수집 종류의 비약적인 증가는 괄목할 만한 성과의

KORSTIC은 자료의 기증 및 교환을 강화하기 위해

하나였다. 구입에 의한 자료수집은 1969년부터 구미 및

외국 정부간행물 및 학·협회지 등 비매자료에 대한 조

일본 지역별로 각각 외국대행사를 선정해 의뢰하는 한

사를 광범위하게 추진하는 한편 대대적으로 교환수집

편 후불을 조건으로 전량 예약구매를 실현함으로써 필

활동을 전개했다. 이와 함께 제1차 한·일 과학자기술

요로 하는 자료를 제때에 입수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장관회의 의결에 따라 기관 간의 간행물 교환이 활발해

예산사정에 따른 발주 지연과 대행사들의 업무 차질 및

져 자료의 기증 및 교환수집이 활기를 띠었다. 이 밖에

잦은 변경으로 인해 적잖은 혼란을 겪기도 했지만 이런

도 선진 각국에서 생산되는 각종 공업제품의 정보를 입

시행착오를 거쳐 1970년대에 접어들면서 자료구입은

수하기 위해 미국, 독일, 일본 지역의 기업체의 상품 카

본 궤도에 올랐다.

탈로그를 입수하기도 했다.

특히 1969년부터 부서장 중심으로 자료관리위원

1969년에 창간된「국내과학문헌영문초록지

회를 조직해 자료구입 업무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원활

(Korean Scientific Abstracts-KOSAB)」는 1972년에 계간

한 수집활동을 위해 노력했다. 이어 1971년부터 자료관

에서 격월간으로 증간되어 이공학 분야의 자료기증 및

리예규와 자료관리위원회 세칙을 제정 시행하면서 자

교환수집이 더욱 활발해졌다. 그리고 1971년에는「국

료수집 업무가 제도화되었다. 이런 제도적인 보완에 힘

내의학문헌영문초록지(Korean Medical Abstracts -

입어 구입자료의 종수도 급증해 1967년에는 585종에

KOMAB)」가 창간된 것을 계기로 외국기관과의 기증

불과하던 것이 1971년에는 1,230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및 교환이 괄목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이에 따라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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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말에는 미국국회도서관, 영국대영박물관, 국립과학

정보처리 및 정보간행물 발간사업의 활발한 전개

기술대출도서관(NLL), JICST 등을 비롯해 36개국 1,231

재단법인 시절의 정보처리 및 간행물 발간사업은 정보

개 기관에서 1,562종의 외국자료를 수집하는 규모로 확

처리량의 비약적인 증가, 유네스코 원조 인쇄기기의 가

대되었다. 1971년 기준 국가별 기증 및 교환 현황을 보

동에 의한 모든 간행물의 인쇄화, 문헌속보의 부분 초

면, 일본이 제일 많은 1,027종(65.8%)을 차지했고, 미국

록처리 시도, 미국 특허처리 및 국내 문헌 영문초록처

251종(16%), 영국 79종(5%), 호주 31종(2%), 캐나다 25

리 개시, 특허색인작성 시도 등으로 요약된다. 먼저 정

종(1.6%)의 순이었다.

보처리량은 1967년 9만 8,084건이던 것이 1971년에는

이 무렵, KORSTIC은 국내 자료에 대해서는 거의

14만 3,71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그리고 종래에 유인

망라해 총 390여 개 기관 및 단체로부터 500여 종의 자

물(油印物)로 발간되던 문헌속보와 특허속보의 출판이

료를 수집했다. 자료수집과 관련해 특기할 만한 것은

제록스 제판-옵세트 인쇄방식으로 전량 인쇄됨에 따라

당국의 승인 아래 동구 공산권국가들과 자료 교환을 시

속도와 품질 면에서 획기적인 향상을 이루었다.

도했으며, 그중 불가리아와 합의가 이루어져 자료교환

문헌속보의 경우, 종래에 프린트로 출판해왔으나
1968년부터 국한문타자기, 제록스 제판기, 소형 옵세트

이 성사되기도 했다.

인쇄기 등을 이용한 일련의 경인쇄 방식으로 출판하기
<표1-1> 연도별 자료 수집 실적 추이
(단위 : 종)
2,077

구입
기증/교환

시작했다. 이 방식을 채택한 것은 다량조판 및 소부수
출판의 정보간행물의 인쇄에 가장 적합할 뿐만 아니라
유네스코의 기술원조에 의해 1967년에 이들 장비가 도

1,230
1,039
917

825
621

1,155
1,016

정보처리 업무는 줄곧 문헌부에서 담당해왔으나

795

744

712

1971년 5월 정보처리부로 독립해 출판업무까지 담당했

585
298

242
151

1962

1963

350

350

입되었기 때문이다.

다. 당시 정보처리요원은 이공계 각 분야의 대학 및 대

298

123

1964

1965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학원 출신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정보처리분야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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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과학문헌영문초록지」
는 교환 및 기증방식으로 전 세계에
배포되었다

전문가로서 다른 직원과 구분하기 위해 문헌사

외국 특허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던 시절인 만큼, 특

(Documentalist)라고 호칭했다.

허속보는 당시 국내 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상당한 기여

정보간행물의 발간사업은 재단법인 시절 들어서

를 했다. R&D를 위해서는 이 간행물을 통해 정보를 얻

면서 모든 면에서 한층 전문화되었고, 종류도 다양해졌

어야 했기 때문에 대다수 대기업들이 주고객이었다.

다. 주요 정기간행물의 발간 내용을 보면, 먼저 종래에

하지만 수록 비율이 일본 특허 75%, 미국 특허 25%로

A, B, C 3분책으로 하여 월간으로 출판되던「과학기술

두 나라에 국한되어 있고, 미국 특허의 경우 화학분야에

문헌속보」는 1969년부터 물리·전기편(A1), 금속기계

만 한정되어 있던 탓에 수요 충족에 한계가 있었다.

편(A2), 생물·약학·농학편(B), 화학·화공학편(C)으

또한 1968년에 자료 이용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로 4분책하고, 1970년부터 물리와 전기편을 수학·물

KORSTIC과 국내 주요 연구기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외

리편과 전기전자편으로 분책해 5분책으로 발간해 분야

국 과학기술잡지의 현황을 조사 편집한「외국과학기술

별로 내용의 전문화를 꾀했다. 특히 수요가 가장 많은

잡지 종합목록(外國科學技術雜誌 綜合目錄)」을 첫 발

화학·화공편은 격주간으로 출간해 수요자의 욕구를

간했다. 종합목록 작성은 1966년부터 시도했지만 예산

최대한 충족시켰다.

부족으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다시 추진되는 어려움을

그리고 특허 분야에 관한 업무량이 크게 증가하자

겪었다.「외국과학기술잡지 종합목록」은 연구기관 13

KORSTIC은 1968년에 정보처리부 내에 특허과를 신설

곳, 대학도서관 25곳, 기업체 17곳의 협조를 얻어 50개

해「외국특허속보」의 발간사업을 강화했다. 당시 일본,

기관 3,054종의 소장 현황을 파악, 수록해 2년마다 발간

미국, 독일 등의 특허초록을 들여오고 있었는데, 양이

되었다.

너무 많아 엄두를 내지 못해 일본 특허만 번역, 출간해

1969년에는 해외 최신의 과학기술 뉴스와 신기술

오고 있던 상황이었다. 이처럼 인력 보강을 거쳐 1972

및 신제품의 소개와 함께 국내외 과학기술계의 최근 동

년부터「외국특허속보」는 종전에 유기화학, 응용유기

향을 소개한 월간지「외국과학기술 하일라이트」를 창

화학 및 일반화학분야만 수록하던 것에서 벗어나 화학

간했다. 이 간행물은 KORSTIC이 최초로 정보분석 기능

전 분야의 미국 특허를 망라해 수록하기 시작했다.

을 수행해 발간했다는 점에서 그동안 단순 번역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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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의학 분야의 각종 전문 기사를 채택해 외국으로 배
포한「국내의학문헌영문초록지」

간행해오던 문헌속보류와는 달리 두드러진 성과였다.

국내 의학분야의 학·협회, 대학, 출판사 등에서 간행

외국에서 수집한 3~4가지 기술정보를 분석해 하나의

하고 있는 약 50종의 학술잡지 중에서 평균 100편의 기

정보로 창출해 편집 발행했기 때문에 정보분석 업무의

사를 채택, 저자초록을 수록해 교환 및 기증 방식으로

효시에 해당되었다. 이 간행물은 1970년부터「기술정

각국에 배포했다.

보」로 이름을 바꾸고 종전의 12면에서 24면으로 증면
하여 총 1,000부를 발행해 해외 최신 기술정보를 분석,
소개하는 첨병 역할을 했다.

<표1-2> 간행물 서비스 실적(1971년 기준)
간행물명
과학기술문헌속보

이와 함께 1969년에 국내 과학기술 각 분야의 연
구성과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추진

기증
계

외국특허속보

하기 위해「국내과학문헌영문초록지(Korean Scientific
Abstracts-KOSAB)」를 창간했다. 월간 형태로 발간된 제

배포 방식
유료 배포

기술정보

배포 실적(권)
7,792
4,645
12,437

유료 배포

3,523

기증

1,544

계

5,067

유료 배포

2,643

기증

2,318

계

4,961

유료 배포

2,452

·협회, 대학, 연구기관, 기업체 등에서 간행하던 총

기증

1,436

계

3,888

224종의 학술지 중에서 주요 기사를 채택해 저자초록

유료 배포

15

기증

33

1권은 의학 분야를 제외한 과학기술 전 분야의 국내 학
정보관리연구

한국과학자업적목록

과 함께 수록했다. 이 영문초록지는 교환 및 기증 방식
으로 각국의 과학기술정보기관을 비롯한 대학, 학회, 도
서관 등에 배포되었으며, 1972년부터 격월간으로 발간
되었다.

계
외국과학기술잡지종합목록

의 연구성과를 해외에 소개하고 국제적인 정보교류를
위해「국내의학문헌영문초록지(Korean Medical
Abstracts-KOMAB)」을 계간으로 창간했다. 제1권에는

224

기증 및 교환

69

계
국내과학문헌영문초록지
(KOSAB)
국내의학문헌영문초록지

「KOSAB」발간에 이어 1971년에는 국내 의학분야

48

유료 배포

(KOMAB)
KORSTIC소장
외국과학기술저널목록
기타 간행물

293

기증 및 교환

4,743

기증 및 교환

1,495

기증

237

유료 배포

176

기증 및 교환

409

계

585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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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보 서비스 규모의 급신장

에는 요금선납제를 도입해 외상거래액의 누적을 방지
했다. 하지만 각종 서비스 요금의 정산업무가 번거로워

회원제도의 도입과 수요개발을 위한 노력

이용자에게 불편을 끼치고, 정보수요량의 증가에 따라

KORSTIC은 1968년부터 정보수요자를 대상으로 회원

사무량이 급증해 개선이 요구되었다.

제도를 도입하면서 수요개발에 적극 나선다. 회원제도

이런 제반 문제점을 개선하고 정보수요를 증가시

는 기관을 이용하는 정보수요자들로 하여금 납입하는

키기 위해 회원제도를 도입했다. 도입 당시에는 회원을

회비금액 한도 내에서 각종 서비스를 염가로 이용할 수

특별회원, 단체회원, 개인회원 A, B 등 4종으로 구분해

있도록 한 일종의 예탁금제도였다. 이 제도는 이용자에

실시했으나, 1969년부터 단체회원을 A , B로 구분했으며,

게 편의를 제공하고 사무를 간소화하는 역할 이외에도

1972년부터 이용률 증가에 따른 서비스 개선을 위해 회

이용자와의 유대를 강화해 정보수요를 증대시키는 것

비의 증액과 함께 서비스량을 전면적으로 증대시켰다.

을 목표로 도입되었다.

회원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서비스 이용실적도 큰

KORSTIC은 초창기부터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폭으로 증대되었다. 1972년 기준 전체 서비스 실적 중

유료로 각종 서비스를 실시해왔다. 그런데 초창기에는

에서 회원의 이용비율은 간행물 서비스 72.7%, 문헌복

요금후불제를 택했던 탓에 서비스 요금의 회수가 불가

사 서비스 69.0%를 각각 차지했다.(<표1-3> 참조)

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했다. 이 때문에 사단법인 시절
문헌복사서비스 수요의 급증

KORSTIC은 1969년 10월 홍릉 신청사 준공을 기해 와룡

<표1-3> 회원 구분 및 서비스 내용(1972년 기준)

동 구청사의 비좁은 공간에 설치, 운영해오던 복사시설

회원에 대한 서비스 내용
회원구분
특별회원

연간회비

간행물

문헌복사

문헌조사

초과이용
자료 열람
할인율

200,000원 8종 9책/월

350건

10건

30%

무료

단체회원(A) 100,000원 6종 6책/월

161건

4건

20%

무료

단체회원(B) 50,000원

4종 4책/월

70건

2건

15%

무료

개인회원(A) 15,000원

3종 3책/월

18건

-

5%

-

개인회원(B) 15,000원

3종 2책/월

13건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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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헌복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도입된 전자동 복사기

으로 확대 인화해 복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한계에

균 KORSTIC 소장자료 58.8%, 외국 소장자료 21.1%, 국

도달했다. 작업과정이 복잡해 즉석에서 복사하지 못할

내 소장자료 20.1%의 순이었다. 그리고 이용처별 복사

뿐더러 3일 정도 작업시간이 소요되어 이용자에게 적

제공자료는 기업체 50.8%, 연구기관 22.2%, 대학

잖은 불편을 초래한 것이다.

11.6%, 개인 8.5%, 기타 6.9%였다. 또한 기업체 중에서

이에 따라 1970년 7월 즉석 복사가 가능한 제록스

업종별 복사제공 비율은 1967~1971년 평균 화학

914형 및 420 자동복사기 2대를 도입 설치했다. 이들 기

40.3%, 섬유 12.7%, 제약 11.1%, 식품 10.9%, 전기전자

종은 전자사식의 원리에 의해 1분에 7매의 속도로 보통

8.2%, 금속 5.9% 등의 순이었다.

종이에 복사가 가능한 전자동 복사기였으며, 복사 매수
에 따라 사용료를 지불하는 임대 기기였다. 이어 1971

국내 최초‘맞춤정보서비스’제공

년에는 이보다 성능이 우수해 1분에 12매의 복사가 가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주제에 대한 관련 문헌 및 특

능한 제록스 720형으로 대체되었다.

허자료를 과거로부터 소급해 조사 제공하는 문헌조사

이처럼 KORSTIC은 밀착복사기로부터 시작해 마

서비스는 1963년부터 시작되었지만 조사전문부서가 없

이크로필름 복사기기와 제록스 자동복사기를 순차적

고 축적된 정보가 부족했던 탓에 만족스런 서비스를 제

으로 도입하면서 복사 수요량의 증가에 부응해왔다. 당

공하지 못했다. 따라서 1969년까지 조사전문부서나 전

시 흥미로운 점은 국내 타 기관의 소장자료를 제공하기

담요원을 두지 못한 채 문헌부의 문헌사들에 의한 초보

위해서 담당직원들이 휴대용 소형 마이크로필름 카메

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라(Japonica HK-35)를 가지고 출장을 가서 원본을 촬영

최초의‘맞춤정보서비스’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해 제공하기도 했는데, 이 역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
는 시대의 단면이었다.

문헌조사 서비스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는
일이었다. 정보 요구자와의 상담을 거쳐 연구 주제에

복사서비스 실적을 보면, 1960년대 후반 매년

맞는 2, 3차 자료를 찾아 일일이 기록, 복사하고, 그 중

60~70%대의 증가세를 보여 1971년에는 26,279건의 실

에서 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초록만 추려 편집

적을 올렸다. 자료별 복사제공비율은 1963~1971년 평

제공하는 방식이었다. 처음 문헌조사 서비스를 시작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137

kisti 제1부(3차수정완료)

2012.1.27 3:33 PM 페이지138

TG 2540DPI 150LPI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각종 해외 논문, 자료 등을 분석해 새로운 기술정보를 발굴하는
정보처리업무(1973)

1963년에는 이용 실적이 극히 미미했고, 1969년 총 실

자료 번역 및 열람 서비스의 개시

적도 56건에 불과했다.

번역 서비스는 KORSTIC에 등록된 번역협력자들에게

그러나 1970년대 들어 국내 기업들 사이에 R&D가

의뢰해 이루어졌는데, 이들은 해당 언어 및 해당 분야

활성화되자 1970년 2월 조사 서비스의 전담부서인 기

에 정통한 전문번역가로서 국내에서 번역 가능한 자료

술조사과가 신설되면서 조사 서비스 업무가 강화되었

는 언어별로 요금을 받고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번역이

으며, 이듬해인 1971년 5월 기술조사과가 조사검색부

불가능한 언어는 외국 정보기관에 의뢰해 번역의뢰자

로 승격되면서 본격적인 서비스가 개시된다.

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번역 제공했다. 그런데 번역

1968~1971년까지 분야별 문헌조사 제공 비율은 화학

서비스는 정보유통 및 문헌이용에 있어 언어 장벽의 제

·화공 30%, 약학 15%, 기계·금속 13%, 식품 8.2%, 섬

거를 위해 매우 중요한 서비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수요

유 6% 등의 순이었으며, 문헌조사 서비스 실적은 1968

는 극히 미미해 1971년까지 번역 실적은 60여 건에 불

년 이후부터 수요가 점차 늘어나기 시작했다.

과했다.
그리고 자료열람 서비스는 KORSTIC 소장자료를
직접 열람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자 하는 수요자에게 제
공하는 서비스로, 1969년에 홍릉 청사가 신축되면서 본
격적으로 제공되었다. KORSTIC은 100여 석의 열람석
을 보유한 열람실을 갖추고 회원제도를 운영하면서 열
람 서비스를 실시했으며, 열람 서비스 실적은 1970년대
들어서면서 급격히 증대했다.

<표1-4> 문헌조사 서비스 실적(1968~1971년)
연도

조사 제공
주제 수

처리 건수

문헌 수

문헌

특허

계

조사 불능

1968년

35

858

36

21

57

4

1969년

56

2,392

93

62

155

1

1970년

108

3,341

183

109

292

6

1971년

169

10,876

388

211

59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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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TIC을 방문해 기술정보에 관해 협의하는 상공회의소 산하 경제동우회
회원들 (1973)

4) 정보관리기술의 국내 보급에 앞장서다

또한 정보활동의 세계적인 동향과 실제 문제에 대한 지
식을 널리 보급하기 위해 1971년부터 외국 정보전문가

정보관리기술의 전파 및 확산

를 초청해 강연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그해 10월 첫 개

홍릉 신청사 이전을 기해 KORSTIC은 국내 유일의 정보

최된 강연회는 JICST 소속 전문가를 초청해‘정보처리

서비스기관으로서 정보관리기술의 국내 보급을 위해

기계화와 최근동향’을 주제로 열렸으며, 11월에는 FID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 이를 위해 먼저 정보관리 강좌

의 R.E. McBurney 회장이‘정보유통의 실제문제’
를주

를 확대해 실시했다. 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는 사단법

제로 세계 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UNISIST)과 캐나

인 시절인 1966년에 한 차례 개최되었으나 재단법인 시

다의 과학기술정보활동에 대해 강연했다.

절인 1968년부터 시간 및 횟수를 점차 증대해 1971년부
터 1회 20시간(1일 4시간씩 5일간)씩 연 4회 개최했다.

정보관리기술의 국내 보급 확산을 위해 빼놓을 수
없는 활동의 하나는「정보관리연구」지를 발간한 것이

그리고 전국적인 확산 보급을 위해 부산과 대구

었다. KORSTIC은 1963년부터 기관 홍보지를 겸한 정

등 주요 도시에서도 개최되었다. 정보관리 강좌는 정보

보관리 전문지인「KORSTIC」을 발간해 1966년 12월 3

자료의 수집 및 정리·분류법·초록작성법·색인작성

권1호까지 발간해오다가 중단했는데, 1971년에 제호를

법·문헌 및 특허조사법 등의 정보관리기술과 정보관

변경해「정보관리연구」로 복간했다.「정보관리연구」

리부문의 조직 및 운영 등의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지는 정보관리에 유용한 전문적인 기사를 게재하고 격

그리고 1971년부터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보다 광범
위하게 인식시켜 정보수요를 확대한다는 취지로 정보관

월간으로 발간되면서 기관을 알리는 홍보지로 자리잡
는다.

리강좌 이외에 전문분야별 관리자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분야별 정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첫해인 1971

정보관리기술 확산 위한 출장 강의

년에는‘합성수지공업 및 정보관리’
‘기계
,
및 금속재료

앞서 언급한 것처럼 KORSTIC은 매년 수차에 걸쳐 과학

의 동적하중측정과 기업체에서의 정보관리’
등을 주제로

기술정보관리강좌와 분야별 정보관리 세미나를 개최

5회 개최되었으며, 이후 정례화해 개최해 나갔다.

하면서 정보관리기술의 국내 보급에 힘썼다. 그런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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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문헌연맹총회에 참가한 KORSTIC(1970)

보관리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하면서 각 기관에서도 독

동의 국제적인 기술교류와 보급을 위해 설립된 국제민

자적으로 정보관리강좌를 개최하거나 다른 강습회의

간단체로, 국제10진분류법(UDC)의 국제적 관리와 보급

일부로서 정보관리과목을 채택해 KORSTIC에 출장 강

활동, 각국의 문헌정보활동의 조사와 초록 및 번역활동

의를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졌다. 그래서 1970년에 한국

에 관한 국제회의 개최, 문헌정보 관계의 국제규격의 제

산업은행과 수출정보센터를 시작으로 1971년에는 중

정 등의 역할을 수행해오고 있어 가입이 필수적이었다.

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국립도서관, 경기도교육연구
원 등에 사내 전문가를 파견해 강의했다.

FID 가입은 KORSTIC의 출범 이후 줄곧 큰 관심사
였지만 예산부족으로 인해 가입을 미루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정보관리기술의 국내 보급이 확산되자

그러던 중 1966년에 북한이 먼저 가입하자 이에 자극

KORSTIC에서 실습훈련을 받길 원하는 사례가 다수 발

받아 1969년 1월에 가입하고 1970년 9월 브라질에서 개

생했다. 이에 1970년부터 문헌정보처리 및 마이크로필

최된 제35차 FID 총회에 조경철 사무총장이 참석해 인

름 제작기술 등에 대해 KIST를 비롯해 인하공대, 문화

준을 받았다.

재관리국, 서라벌예대 등으로부터 실습생을 받아들여

FID 회원국에 가입하면서 KORSTIC은 FID/CAO

과정별로 평균 2주에서 2개월 일정으로 훈련을 실시

(FID 아시아 태평양회의) 회원국으로도 활동하게 되었

했다.

다. FID/CAO는 1968년 12월 열린 제34차 FID총회 인준
을 얻어 FID의 한 분과위원회로 설립된 기구로, 아시아

5) 국제활동 및 기관 홍보의 활성화

및 태평양 지역 국가들의 FID 프로그램과 활동을 진흥
시키고 국제적인 도큐멘테이션 및 정보서비스를 추진

FID 가입 및 정보교류의 활발한 추진

하는 역할을 했다.

KORSTIC은 1970년 9월 국제문헌연맹(International

그리고 JICST와의 교류를 더욱 적극적으로 펼쳐 나

Federation for Documentation: FID)에 정식 회원으

갔다. 1968년 9월 개최된 제1차 한·일 과학기술장관회

로 가입하면서 국제 사회에서 입지를 다짐은 물론 국제

의 의결에 따라 KORSTIC과 JICST는 상호협력각서를 교

교류활동을 활발하게 추진하게 된다. FID는 문헌정보활

환하고 협력관계를 더욱 확대했다. 각서 내용은 정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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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문헌연맹 맥버니 회장 방한 강연(1971)

료의 상호교환을 비롯해 KORSTIC 직원의 JICST 파견훈
련, KORSTIC의 정보처리 기계화를 위한 JICST의 기술협
력 및 문헌번역 협력 등이었다. 이에 근거해 두 기관의 정
보자료 교환이 더욱 활발히 추진되었으며,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직원의 해외파견 훈련도 한층 강화되었다.

1968년에 신문 공고를 보고 응시해 시험을 보고 채용되었다. 5명을 뽑는데,
250명 이상 모여들었다. 당시 성균관대에서 전공별로 필기시험을 치러 15명
이 1차 합격하고 다시 2차에서 면접을 통해 5명이 최종 합격되었다. 기관 홍보
가 덜 되어 있어 잘 모르고 응시했지만 급여 수준은 국내 대기업보다 더 많았
던 것으로 기억한다. 2차 정보자료를 간행하는 일을 맡았는데,「과학기술문헌
속보」
는 당시로선 효용성이 컸지만 워낙 많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었기 때문

수요개발 위한 홍보활동

에 지금의 정보화사회 수준에서 생각하면 비능률적인 일이 아니었나 생각하

KORSTIC은 홍릉 신청사 이전을 기해 기관을 알리는 홍

기 쉽다. 하지만 선진국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상황에선 그

보활동도 한층 활발하게 전개해 나갔다. 재단법인 시절
초기에는 수요개발을 위해 전 직원이 일정 기간 기업체
등을 개별적으로 방문하는 홍보활동을 전개했는데, 특

방법이 최선이었다.
1969년에「외국과학기술정보 하이라이트(기술정보지)」
를 편집, 발간했는
데, 이것은 KORSTIC 최초의 기술 분석업무라고 할 수 있고, 이전에 기계적으
로 단순히 번역해 발행하던 간행물에 비교해 의미가 컸다. 기술적인 단위정보
를 세분화해 소개했는데, 기업체의 R&D 향상에 큰 역할을 했다. 특히 당시엔

히 1968년부터 회원제도가 실시되면서 기업체 방문 홍

제약, 정밀화학, 기계금속공학, 전자 분야 등이 주종을 이루어 이들 분야의 산

보는 더욱 활발해졌다.

업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
1970~1980년대에 분야별 전문정보지를 발간한 것은 특별히 기억할 만하

그리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기사 이외에 방

다. 이 전문정보지는 KORSTIC 담당자들이 수집자료를 정밀하게 조사하여 업

문 및 견학단 유치 등의 활동도 활발히 전개했다. 1970

계의 눈높이에 맞게 분석 및 가공하거나 해설한 책자였는데, 맨 처음 제약협회

년에는 내국인이 23회 461명, 외국인이 17회 54명 등 총

에서 의뢰가 들어와 제작하여 업계 단체에 제공했다. 당시 제약분야는 요즘의
전자분야만큼이나 정보 다소비형이고 다의존형이기 때문에 정보에 의존하지

40회에 걸쳐 515명이 방문했으며, 1971년부터 적극적

않으면 안 되었다. 이것은 한국에서만 있던 매우 독창적인 간행물이어서 해외

으로 방문 및 견학단을 유치해 방문자의 수가 급증하면

기관에도 널리 홍보되었다. 이후 전문정보지는 화장품, 부직포, 석탄, 전자부
품 등 20여 분야의 업종으로 확대되어 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기업을

서 기관을 홍보하는 주요 수단으로 자리잡는다. 외국인
으로는 FID회장을 비롯해 태국 문헌정보센터 소장, 영
국 과학연구회 전 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다수 방문해
기관을 둘러보고 상호 협조사항을 협의했다. 특히 소장

대상으로 한 기술상담 역시 정보를 구하기 어려웠던 당시 실정을 감안할 때 상
당한 기여를 했다. 박정희 개발시대에 우리 기관이 과학기술정보의 안내자 역
할을하는데있어이런활동들은매우역할이컸고, 또한유용했다고생각한다.

이 영 시(기업자문실장, 재직기간:1968.11~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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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제로 개편된 1971년에는 각종 사업이 정비되고 다

특히 1972년은 출범 10년을 맞이한 해이자 국가적으로

양화되면서 홍보활동도 활발해 신문기사 및 광고를 비

는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이 수립, 추진하는 해여서

롯해 과학기술 전문잡지를 통해 기관을 널리 알렸다.

기관의 사명과 역할을 새롭게 하는 의미 깊은 해였다.
이런 의미에서 KORSTIC은 지나온 발자취와 성과들을
정리한「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0년사」를 발간해 출

6. 출범 10년과 본격적인 성장기의 진입

범 10주년을 자축했다.「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10년
사」는 4X6 배판 양장본에 193쪽 분량으로, 기관의 주요

1) 경제개발계획의 잇단 추진과 기관의 위상 강화

연혁과 함께 사업내용을 기술해 창설 당시부터 이후 10
년간의 기관 변천사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가 되고

제3차·제4차 경제개발 및 과학기술발전계획의 전개

있다.

1972년은 KORSTIC이 출범한 지 10년이 되는 해였다.

1972년은 국가 차원에서 새로운 도전에 나선 해였

지난 10년은 국가재건을 위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 및

다. 지난 10년의 성과를 바탕으로 제3차 경제개발 5개

과학기술진흥 5개년계획과 때를 같이 해 우리나라 최

년계획(1972~1976년)이 수립, 추진되었다. 그리고 이와

초의 과학기술정보 전문제공기관으로 발족되어 학계

함께 제3차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7)을 추진했다.

및 연구기관과 기업체에 과학기술정보를 망라해 제공

1970년대에는 과학기술 발전방향을 △과학기술 발전

하는‘정보의 메카’로 자리매김해 온 역사였다.

의 기반구축, △산업기술의 전략적 개발, △과학기술

이러한 기반 아래 KORSTIC은 1970년대 들어 본격

풍토조성에 두고 경제개발계획 기간 중의 과학기술 개

적인 성장기를 구가해 나간다. 과학기술처의 산하기관
으로서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성법의 보호 테두리
안에서 홍릉 신청사 시대를 맞아 KORSTIC은 기구 및

7) 제3차 때에는 과학기술발전 5개년계획(1972~1976년)으로 명칭이 변경되었
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1977~1981년) 때부터 과학기술부문 5개년계
획(1977~1981년)으로 불렸으며, 이후 신경제 5개년계획(1993~1997년) 때에

조직, 업무 및 사업부문 등 모든 영역에서 눈부신 성장

는 과학기술혁신 5개년계획(1997~2002년)으로 불리는 등 정권교체 때마다

을 거듭하면서 달라진 위상을 국내외적으로 과시한다.

획이 수립,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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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업을 전개시켜 나갔다. 특히 1970년대 들어 기술개

KORSTIC 육성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1972년 12월 28

발촉진법(1972), 기술용역육성법(1972), 특정연구기관

일 개정법률(법률 제2400호)을 공포했다. 이 개정법은

육성법(1973), 국가기술자격법(1973) 등이 잇달아 제정

당초의 육성법에 비해 크게 두 가지가 달랐다.

공포되면서 과학기술 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3차
경제개발계획 기간 동안 경제성장은 대단했다.

첫째,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에 따라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당초 법

이런 성과에 고무된 정부는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률은 운영에 필요한 기금을 충당하기 위해 출연금을 지

계획(1977~1981년)을 의욕적으로 추진했다. 그리고 이

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KORSTIC 활동의 안전운용을

기간에 과학기술부문 5개년계획(1977~1981년)도 추진

보장받는 데 한계가 있었다. 즉, 기금이 아닌 운영비 자

되었는데, 전략산업(기계·철강·화공·조선·전자

체는 국고보조금에 의존하고 있었으므로, 절대 액수가

등)을 집중 육성해 산업국가로 발전하는 기초를 다지는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사용의 자율성이 정부에 의해 유

데 주력했던 시기인 만큼 과학기술부문 활동은 종래와

보되고 있었다.

같은 과학기반 조성을 위한 당면문제의 해결에서 한 걸

둘째,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받음으로써 자주

음 더 나아가 선진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 및 향상

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당초 법

을 지원하는데 주력했다.

률은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양여할 수 있다

이처럼 한국경제는 경제개발계획과 이를 지원하는

고 되어 있었으나 KORSTIC은 실제로 양여 받지 못한

과학기술계획에 힘입어 60~70년대를 통과하면서 1980년대

채 대여해 사용하고 있었다. 이 당시 KORSTIC의 부지

들어신흥공업국의입지를든든히다지게된다.

는 문공부의 문화재관리국 소관으로 되어 있었다.
당시 법률개정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는 후문이다.

KORSTIC 육성법의개정·공포로자주적성장기반을다지다

과기처와 문공부는 법률개정을 위해 수많은 협의를 진

1970년대 들어 KORSTIC은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육

행해야 했으며, 특히 당사자인 KORSTIC과 기득권을 내

성법의 개정 및 공포를 계기로 자주적인 운영과 안정적

놓지 않으려는 문화재관리국 사이에는 치열한 공방전

인 성장 기반을 다지게 된다. 정부는 1969년에 제정된

이 전개되었다.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 KORSTIC 육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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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법이 개정·공포됨에 따라 KORSTIC은 실질적으로

첫째, 공정한 인사행정과 민주적 운영체제를 확립하고,

자가 소유의 청사를 보유하게 되었으며, 운영비를 출연

구조정비와 기강확립 및 직원 복리후생사업을 추진해

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되면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인화를 조성한다.

마련하게 되었다.

둘째, 수요개발부서의 강화와 기관단위 기술정보
센터의 설치 추진, 지방회원 유치, 목차 서비스 및 열람

2) 국가 과학기술정보기관의 중심이 되다

서비스의 강화, 보유기기 및 건물의 활용, 홍보활동의
강화로 정보수요를 확대한다.

소장체제의 도입과 운영 쇄신방안의 발표

셋째, 정보소재안내 서비스, 정보선택 제공 등을

국가적으로 산업화의 기치 아래 경제개발계획의 추진

시도해 정보 서비스를 확대하고, 2차 정보자료의 확충

에 박차를 가해 나가던 1970년대에 KORSTIC의 성장기

과 정보검색기기의 도입, 정보가공의 심화, 자료수집량

를 앞장서 이끈 인물은 김두홍 초대 소장이었다.

의 증가 및 자료의 마이크로피시(Microfiche)화, 국내문

KORSTIC은 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한다는 취지
아래 1971년부터 소장제도를 도입했는데, 김두홍 소장

헌 해외소개 및 자료교환 업무의 강화, 번역센터 설치
등을 추진해 정보활동을 강화한다.

은 1971년부터 1980년까지 10년간 재임하면서 기관의

넷째, 자료의 적기발주 등 운영의 정상화와 요원확

성장과 발전을 진두지휘했다. 김 소장은 재임기간 동안

보및처우개선을위해최소한10억원의기금을확보한다.

세계 과학기술정보유통체제(UNISIST) 한국위원회 위

다섯째, 전문기술직 요원의 해외 파견훈련과 정보

원장, 국제문헌정보연맹 아세아·태평양지역회의

검색기기의 도입, 그리고 문헌복사 및 인쇄기기의 대체

(FID/CAO) 회장 등을 역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확충을 위해 외부로부터 후원을 유치한다.

명망이 높았다.

소장 취임과 동시에 발표된 5가지 운영 쇄신방안

김두홍 소장은 취임과 동시에‘KORSTIC 운영의 쇄

은 KORSTIC이 한 단계 성장 및 발전하기 위해 요구된

신방안’을 발표하면서 기관이 새롭게 발전하는 기틀을

핵심과제들로서 1970년대를 경과하는 동안 부문별로

마련했다.

대부분 실행에 옮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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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운영에 있어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KORSTIC의 세미나(1970)

정보유통 선진화 위한 국가 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

와 연결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강력한 과학기술정보유

(NASSTI)의 구상

통시스템인 NASSTI를 정부에 제안한 것이다.

1970년대 들어 KORSTIC은 과학기술정보를 서비스하

KORSTIC이 제안한 NASSTI는 경제발전에 따라 과

는 중추기관으로서‘국가 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

학기술 R&D를 위해 정보의 중요성이 급격히 증대할 것

(National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에 대비해 과학기술정보의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

Information: NASSTI)’을 정부에 제안함으로써 과학기

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정보유통시스템이었다. 한국

술정보 유통의 선진화를 이룩하는데 중요한 초석을 놓

의 실정에 적합하게 설계된 NASSTI는 △중앙조정기구,

는다. 1973년에 범세계적인 차원에서 폭발적으로 증가

△중추적 종합정보기관, △전문정보센터/정보분석센

하고 있는 정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국가간 정보시

터/데이터센터, △지역서비스 센터, △정보이용기관,

스템의 효율적인 연결을 위한 세계 과학정보유통시스

△정보생산자 및 정보이용자 등의 구성 요소가 각각의

템인 UNISIST 구축이 논의되고 있었으며, 설립준비위

기능을 갖도록 구상되었다.

원회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던 김두홍 소장은 UNISIST

KORSTIC이 이처럼 국가적인 정보유통시스템 구

<표1-5> NASSTI의 구성 요소 및 기능

정보생산자 및
구성 요소

주요 기능

정보이용자

중앙조정기구

중추적 종합정보기관

전문정보 센터/정보분석 센터/데이터 센터

지역서비스 센터

정보이용기관

정부와 민간의 과학

정보소재 안내, 정보전문

전문정보 센터-특정분야에 대한 전문

중추적 종합정보

연구기관, 대학,

국내 및 국제간

기술정보 전문가 및

가 양성, 정보과학기술

적이고 깊이 있는 분석 및 서비스

기관과 전문정보

기업체 등 이용

원활한 정보유통

이용자 대표로 구성

연구개발, 정보수집 및

정보분석 센터-특정연구 프로젝트에

센터 등에서 공급

자 집단의 실정

을 위해 도큐멘

되 는

기 구 로 ,

교환, 정보가공 및 주지,

관한 국내외 기술현황 분석보고 및 각

받은 정보를 지역

에 맞는 이용시

테이션에 관한

NASSTI의 각종 기

정보축적 및 검색, 정보

종 데이터 분석/평가

내 이용자에게 신

스템구축

국제규격 정보의

능이 원활히 운용되

제공

데이터 센터-특정 전문분야에 관한 각

속히 제공하는 서

종 데이터의 수집 및 평가가 요구되는

비스 기관

도록 조정 및 표준화

생산 및 이용

연구기관 및 대학에 부설로 설치, 데이
터의 수집 및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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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6> NASSTI 형성 체계도

전문정보 센터(연구기관)

도서관

과학기술정보 센터

학회·협회
경제단체

(KORSTIC/DATA BANK)

지역정보 센터
무역정보(KOTRA)

국제정보

(Switching Center)

행정정보

서울

광주

대덕

대구

부산

지역정보 안내소
(Terminal)

지역정보 안내소
(Terminal)

지역정보 안내소
(Terminal)

지역정보 안내소
(Terminal)

지역정보 안내소
(Terminal)

서울, 인천, 수원, 춘천,

광주, 목포, 여수,

전주, 대전, 이리,

대구, 포항, 구미,

부산, 울산, 마산,

강릉, 원주

순천, 제주

군산, 청주

김천, 안동

창원, 진주

축이라는 큰 그림을 제안한 것은 사업 또는 시설의 중

이런 환경에서 국내 과학기술정보의 중심적인 기관으

복에 의한 예산낭비를 막고 서비스 이용의 효율성을 제

로 입지를 확고히 다지기 위해 KORSTIC은 NASSTI 구

고하기 위해서였다. 당시 국내 환경은 정보서비스의 중

상을 정부에 제출한 데 이어 1973년 10월 영국의 정보

요성이 부각되면서 공공기관 및 협회 차원에서 독자적

유통망 전문가인 D.J. Grogan 교수를 초청해‘Grogan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보센터를 설립하려

Report’를 작성, 제출함으로써 과학기술유통체계의 선

는 움직임이 일고 있었다. KIST의 데이터뱅크 구상을

진화를 위한 정부 차원의 지원을 유도했다.

비롯해 공업진흥청의 공업기술정보은행 설립계획, 대

그런데 당시 정책결정자들은 과학기술정보의 중

한의학협회의 의학정보센터 설립계획, 한국특허협회

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국가 차원의 정보유통체계에

의 특허정보 서비스 계획 등이 그것이었다. 이에 따라

대한 이해 수준이 미흡했던 탓에 NASSTI의 구상은 실

서비스의 중복을 막고 기관 상호간의 갈등을 방지하기

행에 옮겨지지 못했다.8) 하지만 1970년대 중·후반을

위한 국가 차원의 조정이 필요했던 것이다.

거치면서 KORSTIC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되고,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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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전산화를 위한 중형 컴퓨터인 IBM 370/138의 도입 및
지방사무소의 기능 강화 등을 거치면서 KORSTIC은 국

역대
기관장
소개

가의 중추적인 종합정보기관으로 발돋움하게 된다.

조직 및 기능 확대와 1970년대의 근무 분위기

1970년대 중반 들어 KORSTIC은 기구 및 조직이 크게
확대되고 업무 영역이 갈수록 증가함에 따라 조직 개편
및 청사 증축도 단행되었다. 청사 증축계획은 1977년 4

김 두 홍 소장
1971. 2~1980. 12
●

김두홍 소장은 1971년 2월 KORSTIC이 사무총

장직제를 폐지하고 소장직제를 채택하면서 취임해 1980년
까지 10년간 재직하며 1970년대 기관의 성장과 발전을 이

월 착공해 10월에 완공했다. 신축된 건물은 별관 3층 및

끌었다. 그는 해외에서 과학기술 정보관리자 과정을 수료하

인쇄동 1개층 증축 등 연건평 1,070평으로 공사비 3억

고 국내 최초로 과학기술정보를 소개 및 현장에 접목한 실
무형 지도자였으며, UNISIST 한국위원회장 및 FID/CAO 회

여원이 투입되었다.
이와 함께 KORSTIC은 해마다 산업계의 정보 요구
가 급증하는 추세를 반영해 1977년에 기술정보의 기능
을 대폭 강화하는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이에 따라 조
직은 소장 아래 기획관리실과 전자계산기실을 비롯해

장 등을 역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도 명성이 높았다.
그의 대표적인 업적은 1973년에 발표한「국가과학기술
정보유통시스템(NASSTI)」
의 구상이다. 이는 과학기술정보
의 중요성이 급격히 커질 것을 예측하고 정보 서비스를 효
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유통시스템을 구상한
것으로서 KORSTIC이 1970년대에 중추적인 정보서비스기
관으로 발전하고, 우리나라 과학기술정보유통정책을 다지

자료부, 제1기술정보부, 제2기술정보부, 제3기술정보

는데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다. 그는 온화한 성품과 뛰어난

부 등 4개의 기술부서와 총무부, 사업부, 출판부 등 3개

유머감각으로 직원들을 이끌어가는 구심점이 되었으며, 10
년의 재직기간 동안 KORSTIC이 업무 영역 및 조직 등 모든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해 과학기술정보 서비스의

8) 김두홍 교수는「정보의 세계」
에서 NASSTI를 정부 관계부처에서 채택해 추진

중심기관으로 발돋움하는 데 커다란 기여를 했다. 퇴임 후

했더라면 한국의 과학기술사에 기술될 만한 정책상의 호재가 되었을 것이지

에는 부산여대(현재 신라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후학을 양

만, 당시의 관계 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반응이 없었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당

성했으며, 1993년 정년퇴임 때 발간한 기념논문집「정보의

시에 과학기술정책을 주관하던 인사들이 KORSTIC의 잠재력을 과소평가해

세계」
는 현재까지 귀중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판단하고 묵살했는데, 이 판단착오로 국가 과학기술정
보정책의 중요 국면을 20년 후퇴시킨 결과를 가져왔다고 회고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147

kisti 제1부(3차수정완료)

2012.1.27 3:34 PM 페이지148

TG 2540DPI 150LPI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1973년 체육행사 후 기념촬영을 한 직원들. 가슴에 KORSTIC의 로고 마크가 선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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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원부서 체제를 구축, 운영했다. 이 중에서 제1기술

3) 기관 선진화를 촉진한 국제협력활동

정보부는 기계·금속·자원·건설·전기·전자 등을
포함하는 물리학 계열을, 제2기술정보부는 화학·

국제협력활동 대상 및 범위의 확대

섬유·유업 등 화학계열을, 제3기술정보부는 농림·

KORSTIC은 1970년 제35차 국제문헌연맹(FID) 총회에

수산·식품·제약 등 생명과학 계열과 특허분야를 각

서 국가 대표회원으로 인준 받고 자동적으로 국제문헌

각 관장했다.

정보연맹 아시아·태평양회의(FID/CAO) 회원이 되면

한편 업무 영역의 확대에 따라 직원 수도 해마다

서 국제협력 활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 나간다.

증가했다. 1970년대 초반까지 100명 이내의 규모이던

KORSTIC은 1974년에 대만과학기술정보중심

것이 이후 꾸준히 증가해 1980년 초반에는 200명 규모

(STIC)과 협조협정을 체결하고 정보자료 교환, 정보조

를 넘어서 전문연구기관의 위용을 갖추었다.

사, 직원상호 파견연수 등의 협력사업을 펼쳐나갔다.

1970년대에는 근무 분위기나 환경도 지금과 많이

이와 함께 같은 해에 미국국립기술정보국(NTIS)과 협

달랐다. 무엇보다 직원 수가 적었던 만큼 마치 가족처

약을 체결하고 NTIS 서비스를 국내에 보급하는 대행기

럼 화기애애했다. 과학기술정보 분야에 대한 열정이 남

관으로 지정되어 정보교류의 물꼬를 텄다. 이 협약 체

달랐던 김두홍 소장은 인자한 성품으로 직원들을 이끌

결로 KORSTIC은 미국 국방성을 비롯해 항공우주국

고 지도했다. 구성원들의 단합을 다지는 자리도 자주

(NASA), 원자력위원회, 국립과학재단(NSF) 등 275개

가졌는데, 매주 수요일 오후에는‘체육의 날’로 정해

기관의 과학기술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배구, 정구, 탁구 등의 경기를 통해 체력단련과 화합의

또한 1975년에는 인도과학기술문헌센터(INSDOC)

시간을 가졌으며, 뚝섬 및 팔당 등 수도권 인근 유원지

와 번역협력사업에 합의하고 KORSTIC은 일어를 영어

로 매년 야유회를 다녀오기도 했다.

로, INSDOC은 러시아어를 영어로 번역, 정보를 교환하
기로 했다.
이 밖에도 KORSTIC은 FID 회장 등 저명한 외국 전
문가의 초청강연과 세미나 등의 개최 횟수를 늘려나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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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국제문헌연맹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한 KORSTIC(1973)

다. 특히 1973년에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으로 가입했다. Technonet Asia는 캐나다의 국제연구

‘세계 과학기술정보유통 시스템(UNISIST)’에 관한 세

개발센터(IDRC)를 비롯해 UNDP 및 기타 관련 국제기

미나를 개최했으며, 이를 계기로 국제 정보교류활동을

구들의 아시아 지역 산업기술정보 서비스 확장사업에

한층 넓혔다.

구심적인 역할을 하는 산업정보서비스 네트워크였다.

이 시절, 대표적인 국제활동의 하나는 1974년에

KORSTIC은 1970년대 들어 정보이용자가 요청하

KORSTIC이 FID/CAO 제3차 총회를 서울에서 개최해

는 문헌 중에서 국내에 없는 자료를 해외 협력기관에

국제적으로 기관의 위상을 높였다는 점이다. 이 행사에

복사를 의뢰해 입수·제공하는 체제도 갖추었다. 이를

는 국제적으로 저명한 정보관계 전문가가 다수 참석해

위해 일본 국립국회도서관(NDL) 및 특허데이터센터

활발한 정보교류 및 친선활동을 펼쳤으며, 대만과학기

(PDC) 등과 협력 관계를 맺었다. 또한 미국의 John

술정보중심(STIC) 소장, 호주의 CSIRO 소장, Technonet

Crerar 도서관(JCL), 국립농업도서관(NAL), 미국특허청

사무국장, 주한 미국대사 등이 KORSTIC을 방문해 활동

(USPO), 영국의 국립도서관대출부서(BLLD), 프랑스의

현황을 둘러보았다. KORSTIC은 성공적으로 행사를 마

국립과학연구본부문헌센터(CNRS/DC)와도 협력하면

치고 영문으로 제작된 회의록을 발간해 회원국에게 발
송함으로써 국제교류 및 유대를 돈독히 했다.
<표1-7> 국제협력 현황

(단위:명)

한편 KORSTIC은 1978년 10월 제5차 FID/CAO 총
35

주요 외국 인사 내방
전문가 초청
국제회의 참가 및 파견훈련

회를 다시 한번 주관해 서울에서 개최했다. 쉐라톤워커

30

28

힐 호텔에서 개최된 이 회의에는 9개국 7개 기관에서
27명이 참석했으며, 이를 계기로 KORSTIC은 아시아·

20

태평양 지역에서 지도적인 위치를 다지게 되었다.
6

7
1

Asia(The Asian Network for Industrial Technology and

2

Extention)에 중소기업진흥공단과 함께 한국 대표기관

197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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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국제 교류의 장을 넓혀 나갔으며, 국제 협력현황은

4) 기관 홍보의 중요성 증대

<표1-7>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민드라마‘꽃피는 팔도강산’
의 무대가 되다
직원 해외 파견훈련의 정례화

1970년대에는 주요 일간지 및 경제전문지를 통한 언론

선진국의 첨단 정보관리기술 습득을 위한 직원들의 해

홍보활동도 두드러졌다. 주요 언론을 통해 기관탐방 특

외 파견훈련도 1970년대 들어 활성화되었다. 1975년 2

집기사를 게재해 기관의 활동을 집중 홍보했으며, 주요

월에는 해외 DB인 CAC(Chemical Abstracts Condensates)

서비스 내용을 비롯해 국제활동 및 전산장비 도입 등

도입과 함께 연속조사(SDI)서비스를 앞두고 호주 연방

주요 활동사항을 수시로 언론을 통해 알림으로써 기관

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에 직원 3명을 6개월간 파견

을 홍보했다.

해 훈련받도록 했다. 또한 미국 NTIS에서 주최한 기술

이 시절,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방송 드라마를 통

정보망 워크숍에 직원 1명을 파견해 선진국의 기술정

해 기관을 국민들에게 널리 홍보했다는 점이다.

보망 구축 및 관리기법에 대해 교육을 받도록 했다.

KORSTIC은 1975년 5월 당시 국민드라마로 큰 인기를 끌

KORSTIC은 해마다 다양한 조사 및 연수를 위해

고 있던 KBS TV의 일일연속극‘꽃피는 팔도강산’
에 방

직원들의 해외 파견을 실시했다. 1977년에는 일본 정

송됨으로써 기업체 및 연구기관은 물론 일반인들에게까

보서비스기관 시찰단을 구성해 파견했으며, 1978년에

지 널리 알려졌다. 국가산업 홍보를 목적으로 제작 방영

는 조사 연수를 위해 12명의 직원을 해외에 파견했다.

된 이 드라마는 1남 6녀를 둔 김희갑, 황정순 부부가 분가

또한 1979년과 1981년에는 미국 및 유럽의 온라인 정

해 전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자녀들의 집을 찾아다니며

보서비스 기관인 DIALOG, BRS, SDC 등에 견학단을

경제개발에 따라 달라진 생활 모습을 간접적으로 선전하

파견해 첨단 정보관리기술에 대한 견문을 넓히도록

는 내용이었다. 이 드라마에 KORSTIC이 등장할 수 있었

했다. 이 밖에도 1980년에 컴퓨터 기술연수를 위해 13

던 것은 기관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기 위한 적극적인 홍

명의 직원을 일본 연수 및 각종 해외 워크숍에 참석시

보전략과 참신한 아이디어를 동원했기 때문이었다.

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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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우리 연구원을 대중적으로 널리 알려 기업이나 학계, 연구기관에서 과학기술정보를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을까 고심하
다 당시 한창 인기를 끌고 있던‘꽃피는 팔도강산’
에 접목해 보기로 했다. 이른바 개발시대의 국민계몽드라마에 편승하기로 한 것이다. 이
미 담당 PD에겐 국내 유수의 기업이 드라마화를 요청하느라 줄을 서 있을 때여서 성사가 쉽지 않았는데, 다행히 직장 동료인 강종웅의 친
구가 KBS 사장 비서실장으로 있어 그분의 협조로 PD와 작가를 소개받았다. 이분들과 협의해 우리 연구원의 기술정보 이용에 관한 스토리
를 내 나름대로 구상해 시나리오로 작성, 제시했는데, 작가가 그것을 보고 지금까지 이렇게 시나리오 시안까지 제시하며 열의를 보여준 곳
은 없었다면서 매우 고마워했다.
문제는 어떤 주제로 드라마화해야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점이었다. 그때 황선일 연구원이 KIST 전자실에 근무하는
정원 박사를 소개해주어 그분에게 주제 선정에 관해 자문을 구했다. 당시 정 박사는‘액정(liquid crystal)’
분야 전문가로, 전자계산기나 TV 모
니터에 응용하는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이에 착안해 흑백 TV로 컬러 시청을 할 수 있는 부품개발에 관한 연구를 테마로 정했다. 발상이 비
현실적이고 허황했지만 그럴듯하다고 판단했는지 그대로 시나리오가 만들어지고 방영되었다.
KIST 전자공학 박사 역을 맏사위인 장민호(최은희의 남편 역) 씨가 맡아 KORSTIC 열람실에서 관련 자료를 검색하는 장면과 함께 맏사
위를 찾아 김희갑, 황정순 부부가 연구원을 찾아와 직원으로 분장한 탤런트의 안내로 당시의 시찰 코스이던 마이크로필름실-열람실-서고
등을 차례로 보여주는 모습이 방영되었다. 그리고 우연히 장민호 씨의 사위인 최정훈(김자옥의 남편 역) 씨가 가족 몰래 열람실에 와서 백혈
병 관련 최신 의학정보지를 대출받아 심각하게 읽다가 청사 내 시설을 시찰하고 있던 처조부모와 조우해 매우 난감해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때 연구원을 방문했던 배우들은 故 김희갑-황정순, 장민호-최은희, 최정훈-김자옥 등 국내 최고의 배역진이었으며 시청률도 상당히
높았다. 아무튼 이 드라마가 연속 3일 동안 방영되자 이를 시청한 많은 시민들로부터‘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
가 무슨 일을 하는 기관인지
호기심을 갖고 문의하곤 했다. 방송 이후 어느 날 급한 일로 택시를 잡아타고 홍릉의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가자고 했더니 기사가“꽃피
는 팔도강산에 나왔던 그곳 말입니까”하고 되묻기에 방송 덕분에 우리 기관 이름을 시민들에게 각인시켰다는 마음에 흐뭇해했다.
방송 이후 웃지못할 에피소드도 발생했는데, 신문의 가십난에 작은 사건기사가 보도된 것이다. 의정부의 어느 지역에서 사기꾼 일당이
“꽃피는 팔도강산에서 보지 않았느냐”
면서“컬러TV 전환부품이 곧 시판되는데, 총판권을 갖고 있으니 얼마를 내면 우선 공급해주겠다”
면
서 돈을 뜯어갔다는 것이었다.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고발해 결국 일당이 체포되었다는 기사였는데, 이 소식을 접한 드라마 제작진이 부
랴부랴 특별 해명방송을 통해 가상으로 꾸민 내용이니 현혹되지 말라면서 신신당부를 하는 해프닝이 있었다. 최초로 시나리오를 작성한
나 역시 혹시 책임 추궁을 당할까 봐 한동안 전전긍긍해야 했다.

강 병 열(정보자료실장, 재직기간:1972.4~19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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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피는 팔도강산 드라마의 한 장면.
김희갑, 황정순 부부와 최은희 씨가
KORSTIC을 방문한 모습

1975년 인기드라마였던 KBS 일일연속극 꽃피는 팔도강산을 통해 KORSTIC이 전국적으로 알려지는 계기가 되었다.

▲ 대본 연습 중인 배우들

1층 로비에 모여 있는 배우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153

kisti 제1부(3차수정완료)

2012.1.27 3:36 PM 페이지154

TG 2540DPI 150LPI

Hub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다양한 아이디어가 동원된 홍보활동

이 밖에도 1970년대 들어 기관 홍보와 정보관리 전문가

1970년대 들어 정보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기관을

양성을 위한‘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를 더욱 활발히

알리는 홍보활동의 중요성 역시 더욱 부각된 가운데

개최했으며, 기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전국 순회 기술

KORSTIC은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기관을 널리 알리는

상담도 기관을 널리 알리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데 주력했다. 먼저 1960년대부터 실시했던 견학 프로그
램이 1970년대 들어 정착되어 기관을 알리는 중요한 역
할을 했다. KORSTIC은 국내 각 기업체나 연구기관, 대

7. 과학기술정보의‘메카’
로 자리매김하다

학교 등에 공문을 보내 기관의 업무와 기능을 알리면서
현장실습을 위한 견학 및 탐방을 유도했다. 그리고 이
들 단체로부터 견학 신청을 받아 강당에서 슬라이드 자

1) 정보자료 수집활동 및 문헌복사 서비스의
급속한 신장

료를 통해 기관의 업무를 설명하고 순서에 따라 각 시
설을 안내, 설명하는 방식으로 견학 프로그램을 활성화

정보자료 수집 채널의 다양화

해 나갔으며, 방문객에게 소정의 기념품을 제공했다.

KORSTIC의 초창기부터 추진해온 전통적인 기본사업

브로슈어 및 리플릿 등 홍보용 소책자의 제작 및

들은 1970년대 들어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한다. 가

배포를 통한 홍보활동도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이 시절

파른 경제성장에 따라 급증하는 정보 수요에 대처하기

에 기관 홍보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한 것은「과학기술정

위한 정보자료 수집 규모의 확대는 물론 정보 이용자

보 이용안내」라는 인쇄 홍보물과 슬라이드에 사용할

의 의견을 적극 수렴한 새로운 정보서비스도 속속 등

원고를 작성하는 일이었다. 정보자료 수집 및 정리, 정

장한다.

보 처리 및 문헌복사 서비스, 정보조사 및 검색 서비스

먼저 과학기술 정보활동의 가장 기본적 요소인 정

등 일련의 정보처리 과정을 누구나 이해하기 쉽도록 표

보자료 수집활동은 1972년에 구입자료 1,192종과 기증

현해야 했으므로, 그래픽디자인과 카피라이팅 기법까

교환자료 2,535종(국내 자료 604종) 등 총 3,727종에 달

지 동원되었다.

했다. 당시 국내에는 자료수집량이 500종을 넘는 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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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수집된 해외기술잡지

KORSTIC과 KIST 등 두 곳에 불과했고, 100종 이상 수

기증 및 교환으로 구입되는 자료는 활용도가 떨어져 예

집하는 대학도 17개 뿐이었다. 기업체의 경우에는 내로

산 확보를 통한 필요자료의 구입 확대가 요구되었다.

라하는 대기업조차 30종 미만이던 것을 고려할 때
KORSTIC의 정보자료 수집활동은 단연 두드러졌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자료 수집량은 1만~2만 종의

1970년대에 자료 구입예산은 1976년에 처음 1억
원을 넘어선 이후 점차 증가했으며, 구입 종수는 1977
년에 처음 2천 종을 넘어섰다.

자료를 수집하는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보기관이나 최
소 300종 이상 수집하는 외국의 기업체와는 비교조차
안 되는 수준이었다. 따라서 낙후된 국내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선진국의 연구성과를 적극 수집
해 활용할 수 있도록 자료 수집량을 크게 증대시켜야
했지만 예산 부족으로 인해 자료 수집량을 늘리는 데에
는 한계가 많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자료 수집
량을 점차 늘려나간 결과, 1976년에는 학술지를 포함해
총 1,938종의 자료를 구입했으며, 3,385종의 정기간행
물을 기증 및 교환 방식으로 입수하는 성과를 거두었
다. 특히 해외 연구기관을 통한 교환 및 기증에 의한 자

<표1-8> 학술지 구입 실적
(단위:종, 천원)
소요 예산
수집 종수

140,053

료수집량이 꾸준히 증가해 자료 수집에 적잖은 기여를

109,688
77,887

했다. 1977년 기준, 전 세계에서 발간되는 과학기술잡
지는 약 5만 종으로 추산되었다. KORSTIC은 이 중에서

65,387
50,318
40,487

5천 종을 엄선해 수집하는 것을 목표로 삼아 예산을 늘
려 자료를 수집해 1977년에 구입 2,114종과 기증 및 교
환 3,614종 등 총 5,728종을 수집할 수 있었다. 하지만

2,114

1,938
1,649

1,614
1,192

1972년

1,434

1973년

1974년

1975년

1976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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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행물 인쇄 및 출간을 담당한 KORSTIC 내부 인쇄동

2) 괄목할 발전 이룩한 정보처리활동

문헌복사 서비스의 비약적인 증가

정보자료의 원문을 마이크로필름 시스템 또는 제록스
복사기를 이용해 제공하는 문헌복사 서비스 역시 초창

2차 정보자료의 편집 및 발간사업 확대

기부터 이루어진 기본사업으로서 1970년대 들어 비약

수집된 자료 중에 포함되어 있는 유용한 정보를 선택해

적인 증가세를 기록한다. 1970년대 초반에는 20%대의

주제 분석, 초록 작성, 색인 작성, 분류, 번역 등의 과정

성장세를 기록하던 것이 1970년대 중반에 이르러 매년

을 거쳐 정보를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가공 처리하고,

평균 30%의 성장세를 기록했으며, 수요 증대에 부응해

이것을 국내에 널리 알려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2

복사기도 점차 성능이 향상된 기종으로 대체되었다.

차 정보자료를 편집, 발간, 배포하는 활동 역시

문헌복사 서비스의 이용처는 1978년 기준 기업체

KORSTIC 초창기부터 추진해온 기본사업이다.9)

가 전체의 65%를 차지했는데, 그만큼 기술개발을 위한

KORSTIC은 국내 유일 정보처리기관으로서 2차 정보생

기업체의 정보이용이 활발해졌음을 의미했다.

산에 있어 10년 동안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어왔다.
1970년대 들어서도 KORSTIC은 색인지인「과학기
술문헌속보」(과학기술 분야별 5분책 월간 또는 반월
간)와「외국특허속보」(반월간), 그리고 과학기술과 밀

<표1-9> 문헌복사 서비스 실적
(단위:건)
제공 건수
129,052

접한 관계가 있는 사회과학분야의 해외 정보를 신속하
게 제공할 목적으로 발행한 목차속보인「학술잡지목차

97,365

69,278

9) 과학기술정보는 1차 정보와 2차 정보로 나누어진다. 1차 정보는 각 연구기관,
대학, 기업체 연구소, 개인 등 연구에 종사하는 과학기술자로부터 나오는 각
종 논문, 연구보고서, 통계자료 등을 잡지, 논문집, 보고서 등의 형태로 발표함

32,093

으로써 정보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2차 정보는 이러한 1차 정보
를 바탕으로 이용하기 편하도록 요약 가공 및 편집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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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學術雜紙目次速報)」(경영, 의학, 교육, 사회 분야

<표1-10> 정기간행물 발간실적(1979년 기준)
(단위:부)

별 3분책 격월간)와 기술해설지인「해외기술정보(海外
奇術情報)」(월간) 등을 편집해 발간했다. 이 밖에도 국
내 문헌의 해외 소개를 위한 영문초록지인「국내과학
문헌영문초록지(KOSAB)」와「국내의학문헌영문초록
지(KOMAB)」를 편집 발간해 해외에 배포해왔다.
이들 정기간행물들은 청사에 마련된 인쇄동에서
인쇄 및 출간을 거쳐 보급되었다. 그런데「과학기술문
헌속보」의 경우 수요가 많은 화학·화공편이 격월간으
로 발간되고 나머지는 모두 월간으로 발간되었기 때문
에‘속보’로서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정보제공을 위한 정기간행물의 발간 실적은 1970
년대 들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 1972년에 46,400부였

간행물

발간 실적

과학기술문헌속보
수학·물리편

월간

2,140

전기·전자편

월간

4,800

기계·금속편

월간

7,930

화학·화공편

반월간

12,860

생물·농약편

월간

계

4,440
32,170

외국특허속보

순간

18,540

의약편

반월간

1,400

전기·전자재료편

반월간

2,000

전기·통신편

반월간

1,620

외국특허초록지

기계 일반편

월간

2,170

수송기계편

월간

2,230

계

9,420

외국학술잡지목차속보
경영·경제편

월간

9,600

의학편

월간

1,740

교육·사회심리편
직업기술교육편

던 것이 해마다 점진적으로 증가해 1976년에는 54,940
부로 늘어났고, 1979년에는 107,400부를 기록해 10만부

간별

격월간

3,750

월간

1,200

월간

17,000

계

16,290

신제품·신기술
정보관리연구

격월간

2,160

를 넘어섰다. 1979년 기준 정기간행물의 발간 종류 및

플랜트·건설 수출

월간

1,840

기술현황분석 보고

월간

2,180

실적은 다음과 같다.

국내과학문헌영문초록지(KOSAB)

격월간

5,400

국내의학문헌영문초록지(KOMAB)

계간

계

2,400
30,980

합계

10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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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업의R&D 향상에기여한정보조사및검색서비스

정보처리 건수의 지속적인 증가

정보처리 건수 역시 1970년대 들어 매년 큰 폭으로 증
가했다. 1972년에는 140,281건이던 것이 1975년에는

정보조사 서비스 수요의 급증

174,557건으로 늘어났으며, 1978년에는 총 256,045건

정보조사 서비스는 정보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특정 주

(문헌 151,045건, 특허 105,000건)으로 증가했다. 1978

제에 대한 관련 문헌이나 특허를 찾아 제공하는 서비스

년을 기준으로 문헌처리를 분야별로 보면, 화학·화공

이다. 서비스의 유형은 조사검색 신청시점을 기준으로

분야가 40,000건으로 으뜸이었고, 기계·금속, 생물·농약,

소급조사 서비스(Retrospective Searching:RS)와 연속조

수학·물리, 전기·전자 등의 순이었다.

사 서비스(Selective Dissemination of Information:SDI)

이처럼 1970년대 들어 KORSTIC은 정보자료 수집,

로 구분된다. 한편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초록지 및 색

문헌복사, 2차 정보자료 발간, 정보처리 등 전통적인 기

인지 등을 중요어(Keyword)나 분류에 의해 접근하는

본사업들이 괄목할 만한 성장을 거듭함에 따라 국가 과

수작업조사 방식과 중요어로 구성되는 질문식(Profile)

학기술정보의 중심기관으로 자리매김한다. 당시 연구

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컴퓨터 검색방식으

기관, 교수, 대학원생들 중에서 KORSTIC을 이용하지

로 나눌 수 있다. KORSTIC은 초창기부터 수작업에 의

않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였는데, 몇 개월씩 정보를

한 소급조사 위주로 서비스를 해왔으며, 1975년에 컴퓨

찾지 못해 고생할 때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료를 찾아

터에 의한 DB검색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연속조사를

주면 무척 고마워하며 감사 표시를 하는 일이 자주 발

병행해 제공하게 된다.
KORSTIC 출범 이래 1976년까지 15년간 실시된 소

생했다.

급조사는 모두 3,075 주제이었으며, 이 가운데
1973~1976년의 4년간 실시된 소급조사는 2,418 주제로
<표1-11> 문헌 정보처리 실적(1978년 기준)
(단위:건)
문헌 처리

구분

수학·물리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화공 생물·농약

처리 건수

158

26,000

21,912

33,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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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30,000

계
151,045

전체의 80%를 차지했다.
그리고 1970년대 중반부터 특허관리가 기업의 중
요한 경영과제로 등장하면서 자사의 제품이나 기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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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 현장을 찾아가 특허 관련 상담을 진행한 순회반(1974)

관련된 특허를 감시하고, 해외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국내 유일 특허검색 및 조사기관의 역할 수행

해외 특허조사 서비스도 활발해지기 시작했다. 따라서

KORSTIC은 1963년에「외국특허목록집」발간을 시작으

정보조사는 문헌조사와 특허조사로 구분된 가운데 의

로 국내 유일의 특허검색 및 조사 수행기관의 역할을 수

뢰자의 요청에 따라 소급조사와 연속조사를 실시해 제

행하면서 국내 기업들의 R&D 발전에 상당한 기여를 한

공했으며, 맞춤정보서비스도 빠르게 활발해지기 시작

다. 그런데 당시 정보처리부는 특허 전담부서가 아니라

했다.

과학기술정보 처리를 주업무로 했으며, 1968년부터 신설

정보조사 서비스 실적을 보면, 1965년에는 불과 13
개 주제에 대한 문헌조사 서비스를 제공할 정도로 초보

운영된 특허과는 인력이 부족해 특허와 관련된 조사용
목록자료만을 생산하는 것에 역할이 한정되어 있었다.

적인 수준이었으나, 1970년 108개 주제, 1977년 1,060개

이에 반해 1970년대 들어 기업들의 발전 속도가

주제, 1978년 1,954개 주제로 요청이 급증했다. 1978년

가속화되고 이에 따른 R&D의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면

기준 조사제공 실적은 문헌조사 1,625 주제(112,031건),

서 일반 기업들이 특허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특허업

특허 연속조사 329 주제를 제공했다. 분야별로 보면, 문

무에 대한 인식이 크게 높아졌다. 이에 KORSTIC은

헌조사 및 특허 연속조사에 있어 화학·화공·섬유·

1978년 6월 특허업무를 전담하는 특허상담반을 신설하

요업 분야가 각각 612 주제, 134 주제로 가장 많이 제공

고 업무를 강화했다. 특허업무 전문가들로 구성된 상담

되었다.

반은 일반 기업들의 특허관리 요령, 공업소유권의 출원
·심사·이의신청 등에 관련된 자료조사 요령, 각국의
특허제도, 수출입을 위한 자료조사 요령 등을 상담해
주었다.

<표1-12> 문헌조사 및 특허 연속조사 제공 실적(1978년 기준)
(단위 : 주제)
구분
문헌조사
특허
연속조사

원자력/
물리학

전기/전자

기계/금속/ 화학/화공/
건축/토목 섬유/요업

이처럼 특허상담실을 운영함에 따라 특허 관련 업

생명과학

기타

합계

무가 크게 활성화된 가운데 특허정보의 수집은 물론 색
인 작성도 더욱 활발해지고, 조사 대상 국가도 일본과

6

184

387

612

366

70

1,625

4

120

43

134

20

8

329

미국 위주에서 벗어나 여러 나라로 확대되었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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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에 최첨단으로 간주되었던 미국 DIALOG의 DB

KORSTIC은 이후에 특허검색 및 조사기능을 한 단계 끌

를 국내에서도 온라인으로 검색할 수 있는 체계까지 갖

어올려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기술개발에 혁혁한 기여

추면서 특허를 비롯한 제반 정보검색 업무가 비약적으

를 하게 된다. 1982년에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로 발전했다.

(KIET)으로 기관이 변경된 이후에는 자체적으로 개발

특허정보 처리는 해외 과학기술 분야 잡지에 게재

한 특허검색 도구를 활용해 국내 최초로 한국 특허와

되어 있는 논문이나 특허공보류 중에서 개별 특허명세

실용신안의 분류 및 출원인별 색인을 제작하고, 일본

서를 대상으로 하여 국내 적합성 및 장래 유용성 등의

및 미국특허의 분류 및 출원인별 색인을 보유하게 됨으

선정기준에 따라 선별되었다. 그리고 내용을 분석하고

로써 국내뿐 아니라 미국과 일본의 특허까지 빠르게 검

번역해 KORSTIC의 분류표에 따라 작성하고, 서지사항

색하는 시대를 열어 나간다.

을 표시해 정보의 소재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압
축 변환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표1-13> 특허정보 처리 건수
(단위:건)
특허

130,000
105,000
76,800

85,000

60,000

1971

160

1973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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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초 컴퓨터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한 CAC 데이터베이스

8. 정보 서비스의 전산화 시대를 개막하다

일정으로 직원 3명을 호주연방과학산업연구기구
(CSIRO)에 연수를 보내 컴퓨터에 의한 해외 데이터베

1) 국내 최초 컴퓨터에 의한 정보검색 서비스 제공

이스 서비스 개시를 준비했으며, 같은 시기에 미국 화
학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로 화학·화공

전산실 개설 및 컴퓨터에 의한 DB검색 서비스 제공

학·금속공학 등 중화학공업 분야의 정보가 담겨 있는

앞서 언급한 대로 KORSTIC은 1975년에 컴퓨터에 의한

CAC(Chemical Abstracts Condensates)를 도입했다. 이

DB검색 서비스를 개시하여 연속조사(SDI) 서비스를

어 CSIRO로부터 정보검색 프로그램(마그네틱테이프 3

본격적으로 전개하면서 정보검색 서비스의 수준을 크

권과 펀치카드 1만 1천장)을 기증받아 1975년 7월 국내

게 끌어올린다.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른 정보의

최초로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했다.

폭발적인 증가와 정보 수요의 전문화·다양화·대량화

이때 사용된 컴퓨터는 KIST에서 보유한‘Cyber 73-18’

추세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산화 도입이 필수적이었다.

기종이었다.

이에 KORSTIC은 1973년부터 문자정보 처리의 전산화와

그리고 CAC 데이터베이스는 마그네틱테이프 형태

국내 데이터뱅크 구축에 대해 검토하기 시작했으며,

여서 컴퓨터에 저장시킨 후 이를 검색해 신청자에게 우

1975년에 이를 전담할 부서로 전자계산실을 신설했다.

편으로 발송하는 방식이었다. KORSTIC은 국내용으로

당시 전산화계획의 가장 핵심적인 과제는 선진국들

개량한 CSIRO 정보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해 요청 받은

처럼 컴퓨터를 활용해 정보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검색 주제를 전담 직원이‘질문식’
형태로 검색식을 작

었다. 이러한 정보검색사업은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

성, 데이터베이스에서 일괄로 검색해 주기적으로 서비

었는데, 첫 번째는 마그네틱테이프로 된 해외 데이터베

스를 제공했다. 지금 생각하면 매우 원시적이지만 모두

이스를 도입해 이를 컴퓨터에 연결, 필요 정보를 검색 제

수작업에 의존해 정보를 찾던 이전에 비해 컴퓨터를 통

공하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한글·한자 입출력장치를

해 검색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이었다.

도입해 자체적으로 정보파일을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런 계획에 따라 KORSTIC은 1975년 2월에 6개월

CAC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기업체 및 연구기관에 요
긴하게 활용되었다. 이전에는 정보를 얻으려면 CA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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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접촉하거나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등을 경유해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추가 도입 통한 서비스 확대

야 했던 반면, KORSTIC에서 컴퓨터를 통해 정보 검색

해외 데이터베이스의 도입은 이후에 활발하게 추진되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기업체나 연구기관들은 필요

었다. KORSTIC은 1977년에 INSPEC(전기·전자, 물리)

정보를 빠르고 편리하게 입수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및 ISMEC(기계공학) 등의 DB를 추가로 도입해 컴퓨터

KORSTIC은1975년에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제작한자

를 이용한 정보검색 서비스를 확대했다. 이어 1979년에

원 및 에너지 관련 정보가 입력되어 있는 INIS(International

는 CIN(화학상품정보), COMPENDEX(엔지니어링 전

Nuclear Information System) DB도 도입했지만 이용자

반), GRA(미국 기술보고서), WPI(세계 특허) 등의 DB를

가 국한되어 있어 한국원자력연구소에 이양했다.

잇달아 도입해 총 7종의 해외 DB를 확보함으로써 연간
수록 건수 117만 5천 건, 축적 건수 320만 건으로 확장해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검색 서비스의 충실화를 기했다.
이처럼 유용한 해외 DB를 확충함에 따라 정보검
색 서비스 실적도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했다. 컴퓨터
정보검색을 통한 SDI서비스는 개시된 1975년에 181건
을 기록했으나 1978년에는 400건을 넘어설 정도로 매
년 크게 증가했다.
<표1-15> SDI 정보검색 실적

<표1-14> 해외 도입 DB 현황(1979년 기준)

(단위:건)

DB

내용

수록 건수

축적 건수

제공기관

CAC

화학·화공

400,000

2,000,000

미국화학회

INSPEC

전기·전자·물리

150,000

525,000

영국전기공학회

ISMEC

기계공학

20,000

70,000

영국기계공학회

COMPENDEX

엔지니어링 전반

85,000

85,000

미국 EI사

CIN

화학상품정보

50,000

50,000

미국화학회

GRA

미국 기술보고서

미국상무성

WPI

세계 특허

합계

7종

70,000

70,000

400,000

400,000

1,175,000

3,200,000

영국DERWENT사

488

401

284
196
181

1975년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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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건)

SDI 서비스

1976년

1977년

1978년

197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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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5300 시스템은 한글·한자 인쇄의 컴퓨터화를 실현했다

2) 전산 시스템 도입과 우리말 정보처리 시스템 개발

한글을 출력하려면 자음과 모음을 각각 불러와 조합하
는 방식을 택해야 했으므로 글자 모양이 부자연스러울

전산시스템 및 한글·한자 정보처리 시스템 도입

수밖에 없고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그리고 한자의

분야별 해외 전문 DB를 도입해 컴퓨터에 의한 정보검

경우에는 컴퓨터에 각각의 코드가 부여된 글자들을 기

색 서비스의 서막을 연 KORSTIC은 컴퓨터 도입과 한

억시킨 다음 필요한 한자를 불러와 출력하는 방식이었

글·한자 처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면서 서비스를 선

다. S-5300 시스템은 주기억장치 용량이 32KB에 불과

진화해 나간다. KORSTIC은 1975년 9월 일본의 전산시

해 다량의 정보를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많았지만 당

스템 전문업체로부터‘TK-70’컴퓨터 CPU를 도입했으

시로선 획기적인 한글·한자 정보처리 시스템이었다.

며, 이어 1976년 1월 한글/한자의 입력 처리 및 출력을

KORSTIC은 중앙처리장치인 TK-70과 S-5300 시스템 등

위한 정보처리 시스템인
‘S-5300’
을 도입했다. 이때 도입

컴퓨터를 활용해 과학기술 문헌속보나 특허속보 등을

된 장비들은 한글/한자/일본어/영어 등 각국 문자를 비롯

자동 편집함으로써 오랜 숙원이던 한글/한자 인쇄의

해 각종 부호와 숫자 등이 새겨진 건반입력 장치, 마그네

컴퓨터화를 실현했다.

틱테이프 변환장치, 문자기억장치, 조판장치 등이었다.
S-5300 시스템은 조합되어 있는 글자를 통째로 불
러와 출력하는 방식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것이어서 획

KORSTIC의 컴퓨터 도입은 1978년 12월에 512KB
용량의 중형 컴퓨터인 IBM 370/138을 임차 방식으로
도입하면서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된다.

기적이었다. 이전에는 영문 출력기를 이용했기 때문에
정보처리 전산화에 크게 기여한 우리말 정보처리
시스템 KIPS 개발
<표1-16> 전산시스템 보유 현황(1980년 기준)
구분
S-5300
IBM 370/138

전산시스템 도입과 함께 KORSTIC은 우리말 데이터베

주기억장치 용량

보조기억장치 용량

용도

32KB

2.5MB

한글/한자

(32,896자)

(2,500,000자)

정보처리

512KB

700MB

영문/숫자

(526,336자)

(700,000,000자)

정보처리

도입 연도

이스의 제작을 위한 한글정보처리 시스템(Korean

1976. 1

Information Processing System : KIPS)을 단계적으로 발
1978. 12

전시켜 나간다. KIPS는 1976년부터 1980년까지 3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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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년대 전산실 모습

로 개발되었는데, 1단계는 한글 전용, 2단계는 한글/한

인명록, 국어사전 등의 전산화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자 병용, 3단계는 한글/한자 변환처리가 가능한 단계까

당시 KIPS 시스템은 한글을 입력하면 글자가 화면

지 개발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한글과 한자를 빠른 시

에 그대로 나오고, 또한 한자의 변환도 손쉽게 할 수 있

간 안에 컴퓨터에 기억시킬 수 있는 한글/한자 자동변

었기 때문에 요즘 PC에서 사용하는 한글/한자 입력 방

환 시스템인 KIPS-Ⅲ까지 개발함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식의 원조인 셈이었다. 국가 차원의 한글/한자 컴퓨터

도 컴퓨터 편집 및 출판이 가능해지게 되었으며, 이후

처리기준이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한글/한자 변환

에 지속적인 업데이트를 거쳐 KORSTIC이 자랑스럽게

처리가 전무했던 시절이었던 만큼, KIPS의 개발은 컴퓨

내세울 만한 한글/한자처리시스템으로 불리게 된다.

터 업계의 관심을 촉발시켜 훗날 IBM 등이 한글/한자

KIPS의 개발은 우리말 DB의 제작과 정보검색시스

변환처리시스템을 개발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당

템을 선진화해 정보제공 서비스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

시 IBM 영업사원들이 KORSTIC에 자주 출입하고 있었

리겠다는 전산실 직원들의 사명감에서 비롯된 뜻 깊은

는데, 한글/한자 변환처리시스템의 개발에 관심을 갖기

결실이었다. KORSTIC은 1976년에 KIPS 개발 프로젝트

시작했다. 그래서 KORSTIC에서는 연구보고서가 나올

에 착수해 우리말 처리가 가능하고 전자사식 방식의 기

때마다 IBM 등 기업체에 정보를 제공해 기술개발을 촉

록지를 프린터할 수 있는 일본 쇼와전기의 S-5300 컴퓨

진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

터를 도입, 한글 폰트를 그려 넣고 한글 자모의 모아쓰

KIPS 시스템 개발은 관련 기관의 정보처리 및 기사

기 등 한글처리 기능을 개발해 KIPS-Ⅰ로 명명했다. 이

색인을 선진화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KORSTIC

어 1978년에 한글 전용시스템인 KIPS-Ⅱ을 개발한 데 이

은 1978년부터 정부 부처 및 관공서 등의 시스템 개발

어 1980년말에 한글/한자 변환처리가 가능한 시스템인

용역사업을 다수 수행하게 되었다. 특히 1978년에

KIPS-Ⅲ을 개발, 운영하게 되었다. 이처럼 단계적으로

KORSTIC은 국회도서관에서 발행되는 국내 정기간행물

KIPS 개발을 완수함으로써 그동안 서명 및 인명 등을 영

기사색인을 우리말 정보처리가 가능한 컴퓨터에 한글

문으로 바꾸어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을 뿐

과 한자로 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정보처리 절차를 거쳐

만 아니라 도서관의 도서목록, 신문 및 잡지 기사 색인,

자동으로 편집된 기사색인과 저자색인을 출력하는‘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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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TIC의 정보유통 전산화 계획에 포함된 정보유통개념도

내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작성 시스템’
을 개발했다. 이

이 밖에도 통계청의‘통계 데이터베이스제작시스템’,

에 따라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한자에 의한 자료가 많아

한국전력의‘한전 데이터베이스작성시스템’, 국가안

미루어오던 전산화를 실현해 1977년도 정기간행물의

보위원회의‘동원자원집중관리 전산화시스템’, 서울

기사색인 누적분을 국내 최초로 전산화하게 되었다.

대의‘서울대도서관 장서목록작성시스템’,‘국회도서

이를 계기로 KORSTIC은 국회도서관의‘국내 석·
박사학위 논문 색인작성시스템’용역을 수행했으며,

관 소장목록, 시스템, 등의 개발 용역을 수행함으로써
운영 수익 증대는 물론 기관의 위상을 제고했다.

1975년 전자계산실이 신설되면서 입사를 했다. 당시 KORSTIC의 전자계산실 신설

에서는 한글/한자 정보처리시스템인 KIPS-Ⅰ,Ⅱ,Ⅲ의 개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였

은 정보서비스 업무 전산화를 도입하는 첫걸음이었다는 면에서 획기적이었다. 시기

다. 이 일은 1976년부터 1980년까지 5년간의 프로젝트로 진행했으며, 해마다 연구

상으로는 이미 KIST가 1967년에 전산실을 갖추고 있었고, 1970년대 중반에는 기업

보고서를 작성했다. 이는 컴퓨터를 통해 우리말(한글/한자)과 기타 외국어 및 특수문

체들도 전산화를 도입할 때였던 만큼 정보서비스 전문기관의 전산화 측면에서 본다

자 등의 미려한 출력기능은 물론 이들 자료의 온라인/오프라인 처리시스템을 구현

면 특별히 발 빠른 대응이라고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전산실은 초기부터 유경희 실

한 것으로, 우리말 정보의 처리와 검색 서비스 기술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

장의 정보서비스 업무 전산화에 대한 강한 집념과 일관된 노력으로 상당한 업적과

가 되었다. KIPS-Ⅰ,Ⅱ,Ⅲ의 개발은 당시 KORSTIC의 귀중한 연구개발 성과물이었

성과를 거두었다. 故 유경희 실장은 1969년부터 1981년까지 전산실장으로 재직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KORSTIC은 이들 시스템의 개발 정보를 관련 업계에 공개해

면서 온라인 정보 검색 시스템인 STAIRS와 CAC 등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기술개발에 활용하도록 적극 유도했으며, 그 결과 관련 시스템 개발 분야의 관심을

국내 최초로 정보 검색 서비스를 시작했고 Dialog, BRS, Orbit 등 해외 데이터뱅크를

촉발시켰다. 또한 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정보관리 기술은 유관학회, 공공기관,

국내에 보급하는데도 크게 기여했다.

대형 도서관, 업계 등으로 하여금 우리말 전산화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후속 정보

그때에는 미국 CACDB를 도입해 컴퓨터를 통해 검색 서비스를 제공했는데, 당시

기술과 제품을 개발하는 데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국내의 화학회사들에겐 매우 유용하고 주요한 서비스였다고 기억한다. 그 밖의 해외

이 시스템의 개발에 도입된 컴퓨터는 일본산 TK-70이라는 소형 컴퓨터와 S-

DB가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검색 서비스가 제공되었는데, 당시 정보자산에 일찌감

5300 이미지 프린터였다. 주기억장치 기억용량이 겨우 80KB에 불과해 요즘의 장난

치 눈을 뜬 기업들은 이들 정보를 체계적으로 축적해 R&D개발에 적극 활용했다.

감 수준에 불과했고 Operating System kit마저 손수 제작해서 운용해야 하는 열악한

KORSTIC의 정보서비스 업무는 1978년에 중형 컴퓨터인 IBM 기종이 도입되면

시스템이었다. 이제 그런 컴퓨터는 골동품 가게나 박물관에서도 만나 볼 수 없는 진

서 한 단계 도약하게 되었다. 요즘 시각으로 볼 때는 대수롭지 않은 수준이지만 당시

기한 물건이 되어버렸다는 점에서 감회가 새롭다. 30여 년이 훌쩍 지난 기억 저편의

로선 정보처리 능력과 기억장치의 규모 면에서 획기적인 것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

일들이다.

보서비스 업무 자체도 한층 확대되고 체계화되었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KORSTIC

권 충 환(DB정보기술개발부장, 재직기간:1976. 1 ~ 200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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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KORSTIC은 일찍이 우리말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을 위해 부산, 대구, 마산, 대덕의 지소를 중심으로

개발함으로써 국내 정보처리 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데

스위칭센터를 설치하고, 전국 21개 주요 도시 및 공업

큰 기여를 했다. 이의 일환으로 KORSTIC은 1980년 9월

단지에 단말장치를 설치해 온라인 정보시스템의 기본

한글/한자 정보처리 심포지엄을 개최해 한글의 전산화

통신망을 구축하며, 1983년까지 300~350대의 단말장치

개발을 촉진시켰다. 이 심포지엄에는 안수길 서울대 공

를 증설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필요 정보를 즉시

대 교수 등 3편의 한글정보시스템 논문을 비롯해 일본

받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해외 DB를

및 미국의 정보처리전문가를 초빙해 일본어 정보처리

추가로 도입해 1983년까지 총 13종으로 확장하고, 3종

및 미국 정보검색시스템 등 2편의 해외 논문을 발표하

의 DB를 자체 개발해 약 600만 건의 정보를 축적해 나

는 자리를 가졌으며,‘한글 전산화의 가능 범위’를 주

간다는 계획까지 담고 있었다.

제로 토론회를 갖기도 했다.

전국 단위의 데이터 뱅크의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정보유통망 전산화계획은 1973년에 수립한‘국가 과학

3) 전국정보유통망전산화추진및온라인
검색서비스가동

기술정보유통시스템(NASSTI)의 구상’의 연장선에서
수립된 중점추진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유통의 선진화
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과제였다. 이 계획은 당시로선

정보유통 전산화계획의 수립

적잖은 정부예산이 투입되어야 했으므로 예산 확보에

KORSTIC은 전국의 정보유통망을 전산화하는 계획을

어려움을 겪어 다소 차질을 빚었지만 1982년에 기관이

추진함으로써 정보 수요자에게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산업연구원으로 통합된 이후에 지속적으로 추진된다.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노력을 전개해 나간다. 이 계획
은 지방사무소 개설계획과 병행해 추진된 가운데 1979

국내 최초 온라인 정보검색 시대를 열다

년에 전국 정보유통망 전산화(데이터뱅크 설치) 5개년

앞서 언급했듯, KORSTIC은 1975년에 처음으로 미국 화

계획(1979~1983년)의 수립으로 이어진다.

학회의 CAC 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해 KIST의 CYBER

이 계획에 따르면, KORSTIC은 원활한 정보유통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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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시대를 열었다. 이어

정보검색 시대를 본격화했다. 이날 가동식에는 이창석

KORSTIC은 1978년 12월 20일 IBM 370/138 주전산기와

과기처차관을 비롯해 많은 내외 귀빈이 참석해 시연회

IBM의 STAIRS(STorage And Information Retrieval

를 지켜보았다. 이날 온라인 대화식 검색시스템을 가동

System) 정보검색 시스템을 이용해 CAC 등 7종의 DB

함에 따라 KORSTIC은 이전까지 정보이용자가 요청한

를 검색 서비스하는 온라인 대화식 검색시스템인 테크

정보만을 일괄 처리해 우편으로 우송해주는 방법에서

노라인(TECHNOLINE)의 가동식을 가짐으로써 온라인

벗어나 정보이용자가 언제나 직접 필요한 정보를 얻을

국내 최초로 온라인 검색시대를 연 테크노라인(TECHNOLINE). 당시 언론은“터미널에 앉아 디스플레이를 보며 컴퓨터와 대화하며 정보를 얻는다”
는 표현을 썼다(197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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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게 되었다.

검색할 수 있는 공중망 서비스 시대를 열게 된다.

당시엔 이미 민간 제약회사에서도 의약품 DB를

한편 KORSTIC은 1980년 12월 미국의 대표적인 해

자체 제작해 이용할 정도로 DB검색이 발전하고 있었

외 정보은행인 DIALOG, Orbit, BRS 등과 계약을 체결하

기 때문에 KORSTIC은 정보제공의 선진화를 위해 온라

고 미국의 민간 데이터통신사인 텔레네트 및 타임네트

인 정보검색의 필요성을 느껴 호주의 CSIRO로부터 기

의 통신망을 통해 해외정보를 즉시에 처리할 수 있는

술지원을 받아 온라인 검색시스템을 설치했으며, DB

온라인 대화식 정보검색 서비스를 개시했다. 이들 3개

포맷 변환 프로그램을 개발해 온라인 DB를 구축하는

데이터뱅크가 보유하고 있는 DB는 DIALOG 110종,

등 정보검색에 필요한 환경을 구축하고 서비스에 들어

Orbit 60종, BRS 40종 등이었으며, 데이터베이스 1종에

갔다.

수록하고 있는 건수는 최하 1만 건에서 최대 300만 건

첫 서비스를 개시한 온라인 검색 시스템은 중앙

에 달했다. 세계 어디서나 무엇이든 검색할 수 있는 이

컴퓨터에 통신회선으로 연결된 타이프라이터 혹은 액

들 데이터베이스는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해 정치, 경

정 화면이 달린 디스플레이 단말기에 정보 검색자가 앉

제, 문화, 법률 등 모든 분야를 망라하고 있었다. 정보

아 컴퓨터와 대화식으로 정보를 검색하는 방식이었다.

이용은 계약된 암호를 통고하고 국제전화나 텔렉스를

이 때문에 극히 제한적인 서비스 제공에 불과해 이 역

통해 질문을 하면 컴퓨터로 이를 검색해 텔렉스로 전송

시 격세지감을 느끼게 하지만 당시로선 온라인을 통한

받는 방식이었다.

대화식 검색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선보인 것이어서 의
미는 남달랐다.

이처럼 국제 통신망을 통해 세계적인 데이터베이
스 서비스기관들과 연결해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DB

이처럼 TECHNOLINE이란 이름으로 시작했던 온

를 국내에서도 원격으로 검색할 수 있게 됨으로써

라인 정보검색 서비스는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 시

KORSTIC은 정보검색 서비스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

절에‘KIETLINE’으로 이름이 변경되고 1984년에 국내

올리게 되었다.

공중정보통신망(DACOM-NET)이 개통되면서 전국 어
디서든 개인이 직접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온라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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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별 기술정보지

9. 산업계 기술개발 위한 정보서비스의
첨병이 되다

새로운 시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하나는
KORSTIC이 수집하고 있는 각종 정보자료 중에서 협회
및 조합이 지정하는 특정 주제의 정보를 선택해 전문지

1) 정보분석자료 발간 및 정보분석 업무의 본격 전개

를 제작, 산하기업체에 정기적으로 배포하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협회 및 조합을 KORSTIC 회원으로 가입시

해외에 널리 소개된 업종별 전문기술정보지 발간사업

켜 이들로 하여금 정보서비스를 산하기업체에 중계하

KORSTIC은 1974년부터 업종별 전문기술정보지를 발

도록 하는 방식이었다. 이런 방법에 따라 KORSTIC은

간하면서 해당 산업의 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게 된

전자 6개 처, 후자 11개 처 등 총 17개 처의 협회 및 조

다. 이는 1970년대 들어 산업별로 업종이 전문화 및 세

합과 협약을 맺고 서비스를 본격화해 1975년에「제약

분화됨에 따라 업종별로 필요한 정보를 충실히 담아 각

기술정보」를 비롯해「석탄산업기술정보」,「플라스틱기

산업계의 요구를 충족시킨다는 취지 아래 이루어졌다.

술정보」,「전기공업정보」,「비철금속정보」,「자동차공

첫 발간은 당시 제약협회로부터 업계에 필요한 정

업정보」등 총 6종의 특수정보 전달매체를 발간, 관련

보분석 자료를 발간해 줄 것을 요청 받아 그해 10월「제

협회 및 조합을 통해 산하 회원기업에게 배포했다.

약기술정보」
지 400부를 제약업계에 제공하면서 시작되

이후 업종별 전문기술정보지는 분야가 더욱 확대

었다. 이를 계기로 KORSTIC은 정보수집에 어려움을 겪

되어 1980년에는 총 15종에 37,400부를 발간해 약 5,000

는 중소기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업종별로 해당 중소기업

개의 기업체에 제공될 정도로 발전을 거듭했으며 발간

에 대한 특정 정보를 서비스하는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

현황은 <표1-17>과 같다.

면서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갔다.

업종별 전문정보지 발간사업은 산업체의 협회 및

KORSTIC은 1975년부터 저변 확대를 위해 산업계

조합과 제휴해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품질향상을 지

의 조합 및 협회와 정보서비스에 관한 협약을 맺고 각

원하고 정보 이용을 촉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다. 무

산업별로 전문기술정보지를 제작 배포함으로써 산하

엇보다 외국어로 된 해외정보 해독에 큰 어려움을 겪는

기업체를 고정 이용자로 확보하는 노력을 전개했다. 이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의 정보활용 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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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과 요구에 부합되도록 정보를 가공·분석·해설해

업무가 본격적으로 개시되었으며, 이때부터 그동안 발

제공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도움이 컸다.

간해오던「해외기술정보」의 제호를「신제품 신기술」로

이러한 정보서비스체계는 업계로선 자사의 실정

변경, 발간했다. 당시에는 과학기술 관련 저널이 없었

과 요구에 맞는 정보를 입수할 수 있고, KORSTIC으로

던 터라 이 간행물은 산업체 중에서도 특히 중소기업체

선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주는 동시에 정보 마인드

에서 호응이 높아 신제품 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는

를 제고함으로써 정보 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기여

동시에 정보수요의 저변을 확대하는 이중 효과를 거두

했다. 이처럼 상생의 정보서비스 형태는 매우 독창적인

었으며, 이후 1990년대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시절까

것으로서, 테크노네트아시아 참여국으로부터 가장 이

지 기관을 대표하는 저널로 자리잡는다.

상적이면서도 실현가능한 중소기업용 정보서비스 모
델로 평가받았다.

이처럼「신기술 신제품」과 업종별 전문기술정보
지 등 기술정보분석지를 발간해온 KORSTIC은 1978년
에 정부 지원 아래「기계기술 현황분석」을 발간하면서

기술정보분석지의 발간과 본격적인 정보분석 업무의 개시

정보분석 업무를 강화한다. 당시 정부는 기계공업을 중

KORSTIC은 1969년에 창간된「외국과학기술하이라이

핵산업으로 집중 육성해 중화학공업의 기반을 굳히고

트」를 1970년에「해외기술정보」로 개칭하고 1971년부

중요 수출산업으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을 수립했는데,

터 월간에서 격월간으로 발간했다. 해외기술정보지는

KORSTIC은 이 분야의 국내외 정보를 망라해 수집·분

국내의 기술수요와 경제적 동향 파악에 부응해 해외의

석하여 1978년 4월「기계기술현황분석」창간호를 월간

과학기술에 대한 동향을 비롯해 신제품 및 신기술의 소

으로 발간해 관련기관 및 기업체에 배포했다.

개, 기술의 해설, 특정 주제목록 등을 수록했다. 선진국

이 보고서는 선진국과 국내의 기계공업 수준을 비

의 최신 기술과 신제품의 개발동향 등을 폭넓게 소개한

교하면서 우리나라가 필요로 하는 기술을 누가 원천적

이 간행물은 KORSTIC이 자체적으로 제작한 최초의 기

으로 소유하고 있는지를 밝히고, 향후 연구개발방향까

술정보분석지라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

지 제시했다는 점에서 이용가치가 매우 높았다.「기계

1975년에는 조사검색부가 신설되면서 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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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STIC은 기술 상담을 통해 기업에게
필요한 정보 제공은 물론 전문기관의 기
술지원 필요 여부를 심사해주었다

해 총 2,180부를 발간, 배포했으며, 이후 분석대상 기술
의 범위를 연차적으로 늘려 기계공업 전 분야의 핵심기

2) 산업계 순회 기술상담 본격 전개 및 정보관리기법
보급 확대

술에 대한 현황을 분석, 제공해 나갔다.
이 밖에도 KORSTIC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

기술상담소 설치 및 순회 기술상담의 개최

을 받아 중소기업의 취약기술과제 24개 부문 중에서 열

1960년대 후반부터 기업체를 상대로 기술상담을 실시

처리, 도금, 염색가공 등 3개 부문에 대한 정보를 전문

해온 KORSTIC은 1970년대 들어 기술상담의 중요성이

적으로 수집하고, 이를 중소기업 실정에 맞도록 분석·

부각됨에 따라 1974년부터 선진기술의 도입 촉진을 위

해설한 3종의「취약기술정보」를 주간으로 발간해

해 기술상담소를 설치했다. 기술상담소는 기존에 운영

2,500여 관련 업체에 배포했는데, 1980년대 들어 이 사

중이던 주제 조사 서비스보다 기술의 평가기능을 대폭

업은 더욱 확대된다.

제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기 위해 전문인력을 보강해
서비스를 펼쳐나갔다. 분야별 기술상담 현황은 <표-17>

<표1-17>업종별 전문기술정보지 발간 현황(1980년 기준)
(단위:부)
정보지명
제약기술정보
전기공업정보
자동차공업기술정보
고무공업기술정보

간별

발간 부수

월간

5,000

대한약품공업협회

비고

“

5,720

한국전기공업협동조합

격월간

3,720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

“

1,320

대한고무공업협회

비철금속기술정보

“

4,320

한국비철금속협동조합연합회

시멘트기술정보

“

4,320

한국양회공업협회

석탄기술정보

“

2,520

대한탄광협회

광업기술정보

계간

1,680

대한광업회

화학금속생산기술

“

4,080

제당기술정보

“

360

석회석기술정보
향장기술정보
전기전자검사기술정보

“

440

대한석회석총협회

560

한국화장품공업협회

1,040

자원절약정보

“

2,000

피혁기술정보

격월간
15종

320
37,400

1974년에는 시험기간으로 삼아 내방자의 상담을
비롯해 순회상담, 전화 상담 및 서신에 의한 상담 등 여
러 가지 방식을 통해 기술도입의 사전평가 및 사후관리
등 연구개발과 관련된 상담을 제공했다. 이 과정을 통
해 정보수요자를 직접 방문해 필요정보를 파악해 찾아
제공하는 적극적인 상담방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

대한제당협회

반년간
“

합계

대한화학제품시험검사소

과 같다.

한국전기전자기기시험검사소
대한자원절약협회
한국피혁제품수출조합

단하고 1975년에 1,000건 이상의 현장상담을 제공한다
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했다.
순회현장상담은 정보요구 파악은 물론 정보수요
를 자극하는 데에도 효과가 컸으며, 서비스를 피드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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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단도 되기 때문에 KORSTIC은 적극적으로 순회상

입에 대한 상담업무와 중소기업 기술지원을 위한 현장

담을 전개해 나갔다. 기술상담은 성격상 전문가의 한

연락업무를 강화해 나갔다. 그 결과 1977년에는 상담

마디 조언이나 요약된 기술자료의 제공만으로 실질적

건수가 1,791건으로 급증했다.

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전문연구

한편 KORSTIC은 기술상담 업무를 확장하고 이용

소가 수년 동안 조직적으로 연구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

자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976년 9월 KIST 기술도입

할 수 있다. 그런데 당시엔 이미 공개된 정보에 의해 해

상담센터와 공동으로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에 출장소

결이 가능한 경우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보 입수 방법

를 개설했다. 이 출장소는 특히 KIST의 기술도입상담에

을 모르거나 입수한 정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경

필요한 정보자료 제공과 각종 조사업무를 지원하면서

우가 많아 정보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했다. 따라서

중소기업의 기술상담을 전문적으로 실시했다.

KORSTIC은 기술상담을 통해 현안의 기술문제가 공개
된 정보에 의해 해결될 수 있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
문 또는 전문연구기관의 기술지원을 필요로 하는지를
상담 심사하면서 해결책을 제시해 주었다.
기술상담소를 운영하는 과정에는 기술권 침해와

<표1-18> 분야별 기술상담 현황(1980년 기준)
(단위:건)

관련한 분쟁에 대한 일화도 많이 발생했다. 업체들이

585

화학/화공

자신이 소유한 기술권에 대해 침해를 받거나 상대방으
로부터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면 KORSTIC에 의
뢰했는데, 이럴 때마다 직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한 특
허정보를 갖고 법정에 출두해 증인 심문을 하면서 시비
를 가리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KORSTIC은 1976년에 1,290건의 상담 실적을 올렸
으며, 1977년부터 국가적으로 중요시되고 있는 기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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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6

기계/금속공학
생명과학

340

전기/전자공학

206

섬유

141

토목/건축공학

48

공학 일반

46

자원
요업

38
13

항공우주/조선

6

물리/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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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상담 수요는 갈수록 정보가 다양화되고 기술이 고

공단에 있던 제조업체들이었는데, 현지의 강당에서 많

도화됨에 따라 각 기업이 기술과 정보의 필요성을 절감

게는 100여 명의 생산직 기술요원들을 대상으로 기업

하게 되면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이에 따라 KORSTIC

별로 기술개발에 적합한 정보이용방법을 강의했다. 이

은 1980년에는 기업체 및 정보이용자를 대상으로 신기

일을 담당한 직원들은 보다 충실한 강의를 위해 기업

술 및 신제품 개발과 정보소재의 안내를 포함해 2,000건

순방 때마다 미리 제작한 교재와 연구원 소개서 및 정

의 기술상담을 제공한다는 목표를 수립, 추진해 나갔다.

보처리 흐름을 소개하는 슬라이드 프로젝터, 정보이용
안내 홍보물 등을 휴대했다. 그리고 기업별로 특성에

찾아가는 맞춤형 정보이용 순회설명회의 활발한 개최

맞는 특허정보 및 문헌, 규격정보 내용을 설명하는 전

KORSTIC은 교육생을 기관으로 소집해‘과학기술정보

문 정보전문가 1명, 기관 소개 및 일반적인 정보개념 설

관리강좌’를 실시하는 한편 현장의 기술요원들이 시간

명자 1명 등 2인 1조로 팀을 구성해 움직였다.

을 내지 못해 교육을 받지 못하는 점을 감안해 현장을
찾아가는 서비스인‘정보이용 순회설명회’를 병행해

정보관리기법의 국내 보급 및 요원 양성

실시했다. 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KORSTIC은

KORSTIC은 기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종사할 정보관리

연간계획 아래 전국 기업체를 순회하면서 각종 문헌정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1966년부터 매년 1~2회씩 사

보, 특허정보, 규격정보 등의 전문정보를 설명하는 이

내외 전문가를 강사진으로 하여‘과학기술정보관리강

른바‘찾아가는 맞춤형 정보이용 순회설명회’를 활발

좌’를 개최해왔다. 정보의 중요성과 정보 활용의 필요

히 실시했다. 이 설명회는 정보관리강좌에 비해 약식으

성에 대한 연구자 및 기술자 등 정보이용자들의 인식은

로 진행되었지만 다수의 직원들이 자신의 직장에서 교

1970년대 들어서도 여전히 낮은 상태였기 때문에

육을 받는 장점이 있었다.

KORSTIC은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정보관련 교육을 활발

당시 순회설명회를 실시한 기업들 중 대표적인 곳

히 전개해 나갔다.

들은 광주시의 호남전기를 비롯해 목포시 소재 행남자

주로 기관 기술부서의 전문연구진이 강사로 참여

기, 울산시 소재 현대자동차, 그리고 창원공단 등 지방

한 이 강좌는 국내의 과학기술계에서 선진 기술정보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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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 공보담당자 KORSTIC 방문(1976)

입수 및 활용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나, 이 부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가입해 공동으로 연구

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는 기업체와 연구기관의 정보관

하고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도 했다.

리체계에 직접적인 변화를 가져왔음은 물론 나아가 경

이 시절, KORSTIC은 1970년대 들어 산업계의 특허정

제개발시대에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을 이끄는 견

보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1973년부터‘특허정보관리 강

인차 역할을 했다.

좌’
를 신설해 기업체 및 연구기관의 정보관리요원 양성

‘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는 이후에도 지속되어

에 기여했다. 특허정보관리 강좌는 1973년에 2회 개최된

「과학기술정보관리강좌의 이론과 실제」라는 교재를

것을 시작으로 1974년에 1회, 1975년에 공업소유권관리

편찬해 수강자들에게 유료로 배포했으며, 매회 50명 이

강좌에 이르기까지 총 200여 명의 수강생을 배출했으며,

상 교육생을 배출하고 이수자들에겐 원장 명의의 수료

강좌를 널리 알리기 위해「특허정보관리」
를 발간했다.

증을 발급했다. 수료생들은 해당기업에서 정보처리의
과학화 및 기업정보화를 담당하는 요원으로 활약했다.

3) 산업기술 정보유통망을 구축하다

그리고 당시엔 기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직원
을 파견해 정보관리 기술에 대한 이론과 실제에 대해

지소 개설 통한 유통망의 확충

교육시켰다. 이와 함께 정보관리의 기술 보급 및 마인

1970년대 들어 한국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과학

드 확산을 위해 1971년부터「정보관리연구」를 격월간

기술 정보 수요도 크게 증가한다. 특히 지방 곳곳에 공

으로 발간, 배포했다.

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지방에 소재한 기업들의 기술개

이 밖에도 KORSTIC은 과학기술 각 분야의 전문가

발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과학기술 정보의 중요성에

와 실무자들에게 정보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학

대한 인식도 높아져갔다. 이에 KORSTIC은 1969년부터

협동을 강화하기 위해 1971년부터 1974년까지 총 16회에

지방 이용자에 대한 정보이용의 편의성 제고와 정보수

걸쳐 분야별 정보관리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러한 노력

요를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주요 지역에 사무소를 설

들과 함께 KORSTIC은 1973년에‘정보관리연구회’
를조

치해 나갔다. <표-18>과 같이 1971년에 부산상공회의

직해 기업체와 연구기관에서 정보관리업무에 종사하거

소 내에 부산지소를 설립해 울산 및 마산 등의 공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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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와 경북을 포함하는 영남 지역을 담당하도록 했다.

이들 지방사무소는 지역 내의 정보이용 회원의 관리와

이어 1977년에는 마산지소를 개설하고 이듬해인

신규 유치활동을 비롯해 각종 정보서비스의 접수 및 제

1978년에는 대구지소가 설치되었다. 한편 1976년부터

공, 업무홍보 및 정보서비스 이용안내 등의 기능을 수

정부의 주도 아래 대덕연구단지를 건설해 정부출연 연

행하면서 지방 기업들의 정보 마인드 확산 및 정보 이

구기관을 비롯한 대기업 연구소들이 입주를 추진하고

용에 큰 기여를 했다.

있었다. 이에 KORSTIC은 대덕연구단지 내에 대덕분소

한편 정부는 1970년대 후반에 기업의 신제품 및

를 설치하기로 하고 1978년에 대덕분소용 건물 부지 2

신기술 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효율적으로 공급하고 선

만평을 확보하는 한편 우선적으로 한국화학연구소 내

진기술의 정보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전국적인 산업기

에 사무소를 설치했다.10)

술정보유통망 구축을 추진했다. 당시 과기처가 구상한

지방 사무소 현황(1980년 기준)
●부산지소
개설연도: 1971년
위치 : 부산시 중구 대교동 2가 36(부산상공회의소 내)
●마산지소
개설연도: 1977년
위치 : 마산시 산호동 17-5(마산상공회의소 내)
●대구지소
개설연도: 1978년
위치: 대구시 동구 신천동 5구 107(대구상공회의소 내)
●대덕분소
개설연도: 1978년
위치 : 충남 대덕군 탄동면 장동리 100(한국화학연구소 내)

지역기술정보안내소는 지역 내의 정보유통을 원활히
하여 정보자료 및 시설의 공동 활용을 증진시키고, 중
앙에 집중된 생산기술정보의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기
술정보 유통의 지역적인 격차를 해소한다는 것이었다.
이후 KORSTIC은 과기처의 종합 조정 아래 지역기술정
보안내소의 운영 지도를 맡아 지역 상공회의소와 협의
해 지역기술정보의 안내소 역할을 담당하면서 1980년
대 들어 전국에 12개의 지방사무소를 운영하게 된다.

10) 1978년 2월 KORSTIC은 정부의 대덕연구단지 건설과 관련해 1981년까지
총 55억원을 투입해 대덕단지에 한국 과학정보유통본부를 설치한다는 원대

정보이용회원이 급증하다

한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정보서비스 업무를 규모 ·체제 ·내용 등 모든
면에서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서 유통본부 내에 중앙과
학도서관과 전산화정보유통센터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런데 이
계획은 1980년대 들어 국내 정치상황의 혼란과 기관 통폐합으로 인해 백지
화되거나 축소, 운영된다.

KORSTIC은 정보서비스의 규모가 확대됨에 따라 1968
년부터 등급마다 제공 서비스 종류 및 규모를 지정해주
고, 비용 할인 또는 할증 혜택과 더불어 다양한 부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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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혜택을 부여하는 정보이용회원 제도를 도입했다. 정

있게 되었다.

보이용회원 제도는 1970년대 들어 정착되어 정보이용

KORSTIC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정보요구 조사를

자에게는 경제성과 편의성이 제공되었으며, KORSTIC

실시해 자료수집 및 정보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적극 반

은 이를 통해 정보이용자를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영하면서 회원을 늘려나갔다. 이런 노력의 결과, 해마

과기부장관 KORSTIC 방문(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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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회원 수가 꾸준히 증가했다. 연도별 회원현황을 보
면, 1968년도에는 85개 처였으나 1969년에는 169개 처

역대
기관장
소개

로 증가했다. 이어 1972년 326개 처, 1975년 414개 처,
1977년 509개 처, 1979년 684개 처로 증가했으며, 정보
이용 회원당 정보이용량도 크게 늘어나 자체 수입의 증

김 지 은 소장
1981. 1 ~ 1981. 11

대에도 기여했다.
1979년 기준 회원현황을 보면, 특수협약회원 9개
처, 단체회원 621개 처, 개인회원 54명으로 총 684 회원

●

1981년 1월 취임한 김지은 소장은 서울대 행정

대학원을 졸업하고 원자력청 사무국장, 국립과학관 관장,
과기처 기획관리실장 등을 역임했다. 차분하면서도 대인관

이었으며, 회원의 구성비는 기업체가 494개 처로

계가 원만한 성품으로, 취임하기 전에 20여 년간 줄곧 과학

72.2%를 차지했으며, 대학, 개인, 정부기관, 연구소 등

행정직에 종사했다. 이후 1981년 5월 발족한 국보위의 연
구기관 통폐합 조치에 따라 KORSTIC이 국제경제연구원

의 순이었다.

(KIEI)과 통폐합되어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KIET)으로 통
합, 출범하게 되어 그해 11월 박성상 국제경제연구원장이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의 소장으로 겸직 발령을 받게 되면
서 소장직을 사임했다. 실제 재임기간이 10개월에 불과했
던 김 소장은 당시 신군부가 주도한 연구기관 통폐합 조치

<표1-19> 회원 구성비(1979년 기준)
(단위:개처, %)

에 따라 KORSTIC을 통폐합해 과학기술정보와 경제정보를
동시에 제공해 정보 간의 시너지를 높이겠다는 취지에 대해

정부기관

연구소

35명(5.1%)

24명(3.5%)

기관의 본래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사업 추진과정에
기타

서 적잖은 마찰을 초래할 것이라며 우려했다.

10명(1.5%)

개인
54명(7.9%)

대학
67명(9.8%)

계
684명
(100%)

기업체
494명(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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