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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성숙 & 발전

[KINITI]

정부에 의해 강제적으로 통폐합되어 9년간 산업연구원 시절을 거쳤던 기관은 구성원들의 의지와 노력으로 1991년 마침내 산업기술
정보원(KINITI)로 분리 독립한다. 1988년 이후 독자 업무를 수행하던 부설 산업기술정보센터가「산업기술정보원법」에 의거 독립 법인
으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세계화와 개방화로 대표되던 1990년대를 맞아 산업기술정보원은 정보시장 개방에 대비한 정보업무의
국제경쟁체제를 확립하고,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공익성을 실현한다는 비전을 세웠다. 1962년 KORSTIC의 창설 이후 수행해
온 업무를 새로운 기관명 아래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감을 안고 의미심장한 발걸음을 다시 내디딘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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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부 성숙 & 발전
(1991~2000)

Evolution
Activity
Root
Tomorrow

Ⅰ. 산업기술정보원(KINITI)

열해진 국제경쟁에 대비해 낙후된 정보산업의 육성을
당면과제로 삼아 추진했다. 1992년 11월‘정보산업발
전전략계획’을 발표하고 정보기기산업, 소프트웨어산

1. KINITI로 새롭게 출범하다

업, 정보통신산업, 정보인력양성 등 4개 부문에 대한 핵
심과제를 선정, 추진하면서 정보산업이 획기적으로 발

1) 1990년대의 개막과 기관의 분리 독립

전하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어 1993년에 출범한 문민정부는 신경제정책을

국경 없는 세계화와 무한경쟁시대의 도래

수립해 산업구조를 고도화하는 한편 정부의 일방적인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이 출범하던 1990년대 초반 국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기업, 금융기관, 연구기관 간에

내외 정세는 정치 경제 전반에 걸쳐 새로운 전환기로

긴밀히 협조해 산업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추진했

접어들고 있었다. 세계적으로 동서간 이념대결의 시대

다. 이 과정에서 1994년 이후엔 공기업의 민영화 정책

가 막을 내리고 평화공존의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

이 대규모로 진행되었고, 규제완화 정책도 중요한 이슈

면서 국가간 군비경쟁보다 경제실리의 추구와 기술경

로 등장했다. 이 무렵, 국제적으로는 1992년 미국·캐

쟁이 치열해진다. 이와 더불어 세계화·개방화·정보

나다·멕시코 등 북미 3개국 간 자유무역협정(NAFTA)

화 등의 세계사적 조류가 급속히 진행됨에 따라 국경

의 체결과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을 기해

없는 시장경쟁이 가열된다. 국내 환경 또한 1980년대에

세계시장은 무한경쟁시대로 급진전한다. 이러한 국제

비해 모든 면에서 성숙한 구조로 변모한다. 정치 사회

정세를 반영해 우리나라는 아·태지역 국가 간 지역협

전반의 민주화가 성숙되고 소득수준이 1만 달러 대에

력 움직임을 강화하고, 한반도 긴장완화를 위해 사회주

진입하면서 산업구조는 물론 국민의식과 생활양식도

의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면서 대북방 경제협력체제를

커다란 변모를 몰고 온다.

다져 나간다.

이런 환경을 맞아 정부는 1990년대 들어 한층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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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화의 물결 속에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함에 따라 정부

업의 생산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 해외진출 지원확대

는 21세기 선진경제 진입을 목표로 자율과 개방에 입각

등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응해 경제연구기관으로서 정

한 시장경쟁체제를 적극 도입하는 한편 산업경쟁력을

체성을 확보해 나갔다.

강화하는 노력을 추구해 나간다.

그리고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은 국내외의 산업
·무역·기술정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보급하

기관의 분리 독립과 독자적인 역할의 수행

고, 산업과 지역 간 원활한 정보교류를 촉진해 산업의

세계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한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경쟁력을 제고하는 역할을 수행해 나간다. 1962년

연구원도‘성숙과 발전’의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게 된

KORSTIC의 창설 이후 수행해온 업무를 새로운 기관명

다. 1991년 1월 산업연구원(KIET)에서 산업기술정보원

아래 계승, 발전시켜 나가야 하는 사명감을 품고 의미

(KINITI)이 분리 독립되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심장한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다.

된 것이다. 앞서 서술했듯, 기관 통합에서 발생한 제반
문제점을 해소하고 각자 기관 고유의 업무를 활성화하

2) 산업기술정보원(KINITI)의 개원

기 위해 발전적으로 분리·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판단 아래 1988년 이후 독자 업무를 수행하던 부설

역사적인 개원식

산업기술정보센터를 1991년 1월 제정된‘산업기술정보

산업기술정보원(Korea Institute of Industry and

원법’에 의거해 독립 법인화하는 과정이 전개되었다.

Technology Information : KINITI)은 1991년 1월 21일 역

분리 이후 두 기관은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한 가

사적인 개원식을 갖고 대장정에 나선다. 모태였던

운데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독자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KORSTIC이 1982년 1월 강압적으로 통폐합되어 산업연

된다. 산업연구원(KIET)은 연구 전문인력을 주축으로

구원으로 출범했다가 (부설)산업기술정보센터를 거쳐

한 고급정책 연구기관으로 위상을 재정립했다. 산업·

만 9년 만에 다시 분리 독립되어 개원식을 맞이한 것이

무역 및 통상정책에 관한 대정부 정책자문을 비롯해 기

다. 길고도 험난했던 여정이었던 만큼 KINITI로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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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정보원(KINITI) 개원식(1991. 1. 21). KIET로 통폐합된 지 9년 만에 다시 분리 독립되는 순간이자 KORSTIC 창설 이후 수행해왔던 업무를 새로운 기관명
아래 계승 발전시켜야 하는 역사적인 날이었다.

출발하는 의미는 여러모로 각별했고 또한 감개무량했

이에 앞선 1월 17일, KINITI는 한국종합전시장 회의실

다. 홍릉 본관에서 열린 이날 개원식에서 이봉서 상공

에서 설립위원회를 개최하고 박홍식 산업기술정보센

부장관, 김상하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박성상 산업연구

터 소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이 자리에서 박성상

원장 등 외부 인사를 비롯해 초대 기관장의 중책을 맡

산업연구원장, 김시형 상공부 기획관리실장, 이기준 서

게 된 박홍식 원장이 현판 제막식을 가졌다. 이로써

울대 공대학장, 이동희 서울산업대학장 등을 위원으로

KINTI는 국가 산업기술정보의 총본산 역할을 수행하는

선출했다.

기관으로 공식적인 첫걸음을 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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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지역정보센터 개소식(1991. 2. 6)

생산성과 효율성 제고 위한 경영합리화의 추진

었다. △자료수집부문은 수집자료 평가·관리체제 구

신임 박홍식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경영진단부터 실시

축, 자료관리 공간설비계획 수립, 관리전산화 등 13개

한다. 경영진단은 정보수요가 급속히 확대되는 시대에

과제가 제시되었으며, △대외협력 및 제도·규정부문

대응해 연구원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한다는 취지로

은 대외협력 투자 효율성 제고, 협력관계 다양화, 각종

이루어졌다. 또한 세계화·개방화 시대를 맞아 정보시

규정개정, 경영관리위원회 설치 등 18개 과제가 도출되

장 개방에 대비한 정보업무의 국제경쟁체제를 확립하

고 이에 대한 개선 과제가 제시되었다.

고, 생산성과 수익성 제고를 통해 공익성을 실현하며,

수개월에 걸쳐 진행된 경영진단은 전 부문에 걸쳐

재정 자립도를 확충해 제2의 도약을 이룬다는 야심찬

수많은 개선과제를 제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KINITI는

의지를 담고 있었다.

경영합리화를 추진해 나갔다. 과거의 구태에서 벗어나

경영진단은 전문 컨설팅기관인 (주)산업개발컨설

생산성과 수익성을 제고하는 조직과 운영체제로 탈바

팅(I.D.C)에 의뢰해 1991년 1월부터 6월 초순까지 5개

꿈을 시도했으며, 미래 정보수요 및 정보환경의 변화에

월여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를 통해 각 부문에 걸쳐 총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각 과제별로 세부 실천계획

200여 개에 달하는 과제 도출 및 개선 방안이 제시되었

을 수립, 추진해 나갔다.

다. △기획관리부문은 경영전략 목표 설정, 관리혁신운
동 전개, 사업부제 도입 및 인력활용도 제고, 업무평가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발전계획

제도 실시 등 83개 과제의 도출과 개선 방향이 제시되

연구원의 위상과 역할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제반 실

었다. △사업운영부문은 마케팅전략 수립, 복사처리방

행과제를 도출한 경영진단에 이어 KINITI는 그해 9월

식 개선, 교육과정 개선, 간행물 총판제 도입, 지역정보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미래를 향한 이정표를 세운

센터의 독립운영체제 구축 등 64개 과제가 제시되었다.

다. 중장기 발전계획은 기관의 설립 목적에 부응하고

△DB개발부문은 중장기 계획 수립, DB 도입 타당성 검

정보시장 개방 등 대외 정보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토, DB 개발 예산지원 강화, 사무자동화 체제 구축, 설

대처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 아래 구상되

비가동률 증대 등 29개 과제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되

었다. 그리고 이 발전계획은 정보수집 능력의 확충, DB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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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ITI 중장기발전계획 중
KINITI-IR 실행계획서

제작 기능의 강화, 정보유통방식의 선진화, 지역정보화

제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해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증대

추진 및 정보서비스의 질적 개선 등을 기관이 추구할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기본전략으로 삼았다. 이를 통해‘신속·정확·저렴한

기관 출범 그해에 수립된 중장기 발전계획은 문민

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하는 것을 기관이 나아갈 기본방

정부의‘신경제 5개년계획’에서 중점과제로 삼은 국가

향으로 정했다.

정보화와 산업기술정보 유통체제구축에 능동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은 3단계로 구성되었다. 1단계

참여한다는 취지 아래 1993년 11월에 다소 수정, 보완

(1991년~1993년)는 개발 단계로서 산업기술정보의 효

된다. 새로 확정된 중장기 발전계획에 따르면, 1단계

율적인 보급을 위한 기반조성에 힘쓰고, 2단계(1994년

(1993년) 목표인 정보의 수집·가공·유통 기반을 바

~1995년)는 정착 단계로서 범국가적인 정보유통체제를

탕으로 2단계(1994~1995년)에서 국내외 정보유통기반

확립하고, 3단계(1996년~1997년)는 성숙 단계로서 국

을 확충하고, 3단계(1996~1997년)에서 정보활동의 고
도화 및 국제 정보교류의 활성화를 이룩하기로 했다.
1997년까지 총 645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중장기
발전계획은 대부분 계획대로 실행에 옮겨진다. 이로써

<표3-1>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주요 사업 최종 목표(1997년)
주요 사업
데이터베이스 부문

해외 산업기술자료의 80%인 연 94만 건을 DB로 구
축하고, 국내 수집자료 및 특허기술 자료의 전량 DB화

정보유통 부문

주전산기 확충으로 정보유통능력을 배가하고, 국내외
정보유통을 위해 종합 산업정보망 및 국가 기간전산망
과 네트워크의 구축 강화

정보수집·관리 부문

선진국 수준인 연간 1만 6,000종의 정기간행물을 수
집하고, 자료관리 종합 전산시스템 운영

정보조사·분석 부문

KINITI는 산업기술정보를 총괄적으로 수집·관리 및

최종 목표

종합 정보분석 기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예측 연구

보급하는 국가 산업기술정보 전담기관으로서 다방면
에서 굵직한 발자취를 남기게 된다.
KINITI는 1998년에 새롭게 중장기 발전계획을 발
표한다. 이 계획은‘21세기 국가 지식산업의 선도’를
기관의 사명으로 정하고, △통합적인 기술정보 유통체

를 추진함으로써 기업의 다양한 정보수요에 대응
정보서비스 부문

2만 개 처의 정보이용회원을 개발하고, 연간 104만 건
의 원문제공, 연간 4,300명의 정보 전문인력 양성

지역정보화 부문

지역정보센터별 정보거점 확대로 지역정보 보급 기능
을 활성화하고, 지역고유 정보 DB 제작기능 강화

228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제의 확립, △선진정보기관으로의 체제혁신, △세계 일
류 정보기관으로의 도약 등 단계적인 발전목표를 수립,
추진하게 된다.

kisti 제3부-01(3차수정완료)

2012.1.27 2:47 PM 페이지229

TG 2540DPI 150LPI

KIET와의 재산분리

KIET로부터 기관이 분리 독립됨에 따라 재산분리 절차
도 밟게 되었다. 1992년 1월 KINITI와 KIET는 재산분리

재산분리방안(상공부 조정 기본방향)

추진 실무위원회를 구성했다. 재산분리는 산업기술정
보원법 부칙 제3조(권리, 의무의 승계)와 1991년 12월 26
일 확정된 상공부 재산분리계획에 의거해 이루어졌다.
당시 상공부의 재산분리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았다.
이런 기본방향에 따라 두 기관은 분리대상 재산의
13개 항에 합의했다. 먼저 31,530㎡(9,538평)의 청사 부
지는 공동 관리하며, 계약 갱신 때는 공동명의로 하기

- 분리 대상은 산업연구원의 모든 자산 및 부채
- 현 시점에서 가격이 확정된 것은 50대 50, 가격이 불분명한 것
은 근접하는 선으로 조정
- 균등 분배가 곤란할 경우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평하도록 조정
- 단기적인 현행 재산분리안과 별도로 양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
을 위한 부지 마련 및 신축 이전 자금 확보 방안을 함께 강구
- 주요 자금(기금, 아파트, 대덕부지)은 한 기관의 이전이 확정되
는 경우 상대방 기관에 조건 없이 재양도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잠
정 분리

로 했다. 그리고 총 81,861㎡(24,763평) 규모의 대덕부
지는 15,745㎡(4,763평)에 대해 공동소유 각서를 교환
하고, 나머지 66,115㎡(2만평)는 소유권 이전시 공동 소
유로 등기하고 비용을 균등 부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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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주요 자산 합의 내용
분리 대상
1. 청사부지(국유재산)

양기관 합의 내용

-양 기관 공동관리·사용

-총 9,538평
상공부:4,560평

상공부 조정

문화부:4,978평

좌동

-차기 계약갱신시 양 기관 공동명의 계약

2. 대덕부지
-총 2만 4,763평

-공동소유 각서교환(4,763평)

KIET 명의:4,763평 토개공 명의:2만평 (소유권 미이전)
3. 산업연구기금

좌동

-소유권 이전 시 공동소유 등기 및 제비용 균등부담(2만평)
-균등분배

-총 51억58만3,162원
※상공부조정 기금 55억 중 92년 전산운영비 4억 사용
(이사회 승인 91.12)분을 제외한51억 균등분배
4. 아파트

(각 25억5,029만 1,581원)

좌동

-92년도 기금과실수입 전액 연구원 이관
-서울 및 지방 아파트 평가 후 균등분배

-서울 16세대

-서울:16세대

(단, 지방아파트 산업기술정보원 소유)

KIET:8세대(현대3,우성5)

-지방:5세대

-동 단위로 분할되지 않을 경우 현금정산

*KIET 명의 등기유지

(서울 16세대)

-한 기관이 독립청사로 이전시까지 KIET 명의 등기유지

압구정 현대:7세대

반포동 우성:9세대

(서울 16세대)

KINITI:8세대(현대4,우성4)

-지방 5세대
*KINITI 소유등기

※한 기관 신축이전시 조건없이 분할받은 세대 재양도

※기관별 소유아파트 평가액의 차액분은 잠정분할인
관계로 정산하지 않음

5. 정보자료

-경제관련 자료 :KIET 소유 -기술관련 자료 :KINITI 소유

6. 전화가입권(4,700만원)
-총191회선
대표전화:37회선

일반전화:154회선

7. 임차보증금
-산업기술정보원 지원사무실 및 사택:3억9,700만원
8. 사택 임대보증금

좌동

-대표전화:균등 분할

좌동

-일반전화:현재 사용기관 귀속
-현재 임차사용하고 있는 KINITI 소유(단, 아파트계정 차입

좌동

금 5,000만원 상환)
-아파트 소유기관 부담
※4.서울소재 아파트 16세대와 자동연계 사항

9. 차입금

-아파트 소유기관 부담
KIET(8세대):1억5,200만원 KINITI(8세대):5억500만원
-차입금 원금 잔액:1억9,081만 668원

-해직자(7명) 보상금 :2억600만원

-양 기관 균등부담
-동 차입금 관련 가지급 제경비 균등부담

KIET:9,548만5,334원

KINITI:9,548만5,334원

-차입금 관련 기지급 제경비 정산(92.10)(211만2,083원)
*KIET→KINITI

10. 전주지원사택 융자금(600만원)

-KINITI 부담

좌동

11. 현 청사 신축관련 장기부채(848만 7,277원)

-KIET 부담

좌동

12. 원우회 대여금

-KIET 원우회 및 KINITI 상조회에서 아파트 보증금 계정에

-3,000만원

13. 전산설비

상환

-양 기관 균등부담(각 1,500만원)

-전산설비 KINITI 소유(단, 설비가의 절반 해당액 KIET에 지급)

-전산설비(설비가)

-전산설비 평가: 가.취득가-감가상각-리스료

*KIET:IBM4341(1억5,000만원)

나.제3의 평가인이 평가한 거래가액
※위‘가, 나’항 중 적은 것을 기준

*KINITI:IBM3090(21억원)
※평가액에 대한 양 기관의 의견차이로 부득이‘나’항의
상계 대상항목에 포함키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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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ITI 야구동호회 회원들. 활기를 띤 근무 분위기 속에 동호회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3) 우수인력 확보와 활기에 찬 근무분위기

이와 함께 KINITI는 1992년부터 정부출연기관 최초로
부서별목표설정과이에따른부서평가제도를도입, 운영하

조직에 새 바람을 불어넣은 대규모 신규 채용

는등새로운조직문화를구축하는노력을전개해나갔다.

KINITI로 분리 독립해 새롭게 출범하자 이전의 의기소
침했던 분위기는 사라지고 근무 환경은 활기를 띠었다.

활기를 되찾은 근무 분위기

초대 박홍식 원장을 중심으로 전 직원이 합심해 힘차게

1962년에 창설된 KORSTIC의 유구한 역사와 전통을 회

출발하면서 산업기술 정보사업에 대한 의욕과 사기가

복해 새롭게 출범한 만큼 KINITI 시절 근무 분위기는

높아졌다. 무엇보다 출범 초창기에 대규모로 신규 직원

처음부터 활력이 넘치고 화기애애했다. 박홍식 원장은

을 채용한 것은 조직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 넣을 뿐만

인자한 성품으로 조직의 구심점이 되어 구성원들의 단

아니라 기관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도 매우 의미 있

합을 이끌었으며, 직원들 모두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는 조치였다.

열성적으로 일했다.

KIET에서 분리 독립할 당시, KINITI의 실제 재직 인

즐거운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활동도 다양하게

원은 170명인 반면 정원은188명에서 22명이 증원된 210

펼쳐졌다. 1994~1995년에는‘KORSTIC-KINITI OB 만

명이었다. 따라서 정원에 맞도록 인력을 보충하는 공개

남의 날’을 본원에서 개최해 기관의 정체성과 역사를

채용이 전격적으로 실시되었다. 4월 1일부로 4명을 신규

확립함은 물론 퇴직자와 임직원 간에 화목을 다지는 계

채용한 데 이어, 4월 15일자로 연구직, 정보관리직, 행정

기로 삼았다. 한편 1994년 12월에는 KORSTIC 및

관리직을 망라해 총 41명을 새로 채용해 총 45명의 인원

KINITI 출신인사들의 모임인‘기정동우회’의 창립총회

을 확충했다. 이처럼 공채를 통해 대규모 인력을 채용한

를 본원 강당에서 개최했다. 총 68명이 참석한 이 자리

것은 정부 출연기관으로선 극히 이례적인 일이었다. 이

에서 초대회장으로 김두홍 부산여대 교수(전 KORSTIC

들 공채 1기생들은 각 분야의 우수한 인재들로 구성되어

소장)가 선임되었다.

기관의 발전에 기여했다. 한편 1991년에 7명이 퇴직하면
서 총 재직인원은 1991년 말 기준 208명이었다.

그리고 개원 5주년을 맞이한 1996년 1월에 기관의
발전을 위해 우수한 업적을 거둔 직원을 선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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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ITI-MAN’상을 제정, 운영해 직원들의 사기와 근무

가족을 초청해 시설을 견학하는 등 다양한 행사를 진행

의식을 고취시켰다. 첫해 수상자는 홍석의(화학화공

했다. 이 밖에도 원내 동호회 활동도 활발히 개최되어

부) 연구원이 선정되었고, 해마다 개원기념일을 맞아

구성원 간 단합과 친목을 다졌으며, 동호회를 중심으로

우수 직원 5명을 선정해‘KINITI-MAN’상을 시상했다.

사회봉사활동도 활발하게 개최되었다. 이런 활동들과

또한 매주 월요일마다 생일을 맞이한 직원들과 원장이

함께 직원들의 국제 감각 함양을 위해 부서와 직급의

대화의 시간을 갖고 축하 선물을 증정하는 행사도 열렸

구분 없이 일본 과학기술정보센터 등 해외 정보기관을

다. 이와 함께 매년 4월에‘가족의 날’행사를 열고 직원

4박 5일 일정으로 견학하는 기회도 제공했다.

KORSTIC-KINITI OB 만남의 날 행사는 근무 분위기는 물론 기관의 역사정체성 제고에도 큰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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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기업의 사업부제를 접목시킨 준사업부제는 책임경영체제와
생산성 제고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4) 준사업부제의 도입과 책임경영체제의 확립

준사업부제는 국내외 정보환경의 변화에 적극 대처해
정보서비스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출범 2기의 시작과 수익성 제고 위한 노력

당시 국내의 정보서비스 환경은 다수에 의한 경쟁적인

출범 초기, KINITI는 모든 면에서 성공적인 출발을 했

구도를 형성해가고 있었다. 1993년 연구개발정보센터

다. 산업기술정보의 요람으로서 연구원의 역할을 정보

(KORDIC)가 설립되어 과학기술분야의 정보유통체제

이용자들에게 확실히 각인시켰으며, 대외적으로도 활

를 구축했으며, 특허청·공업진흥청·전자통신연구소

발한 국제활동을 전개해 기관의 위상을 높였다.

등 정부기관들도 자체적으로 정보를 유통하고, 데이콤

이런 흐름 속에서 KINITI는 1994년 1월 박홍식 원

등 민간부문에서도 해외 데이터뱅크와 제휴해 정보 유

장이 2대 원장으로 재선임되면서 출범 2기를 맞이한다.

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 이런 여건에서 KINITI는

박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 새로 창립한다는 자세를 강조

인력 및 예산 등 자원의 제약 아래 투입의 효율화와 산

했다.“국제화·정보화의 외부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

출의 극대화를 통한 대외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새로

로 대처하고, 고통과 저항이 뒤따르는 개혁을 추진하겠

운 변신이 요구되었다.

다.”고 취임 소감을 밝혔다. 개혁의 큰 방향을 정보보

준사업부제는‘자율과 책임’,‘투입과 산출’,‘공

급의 확대와 수익성의 제고로 삼은 가운데 이를 위해

평’,‘신의와 성실’등 4가지를 운영 원칙으로 삼았다.

민간기업 방식의 경쟁원리를 도입하고, 투입 및 산출의

그리고 사업분야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의 효율

생산성을 향상시키기로 했다.

을 도모할 기반구축사업과 △비교적 단기간에 투자효

새로운 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추진 방향은 △자율

율을 측정할 수 있고, 고객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서비

과 창의가 존중되는 책임경영체제 도입, △고객 위주의

스를 시행하는 수익사업으로 구분해 각 사업의 특성을

정보서비스체제 구축, △국제화에 부응하는 협력사업

고려한 운영방식을 도입했다.

체제 구축, △업무 자동화로 행정능률 극대화 등으로

먼저 기반구축사업은 장기적으로 투자를 확충하

정했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새로운 경영방식으로 준사

는 사업으로 DB개발, 자료수집, 전산유통망 구축 등으

업부제를 도입했다.

로 정하고, 이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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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했다. 그리고 수익사업은 비교적 단기로 손익을 계

입시대를 열어 기관의 재정 운영에 적잖은 보탬이 되었다.

산할 수 있는 정보서비스 부서가 생산성 제고를 위해

1995년에는 시행 과정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해

자발적이고 창조적 노력을 펼치도록 권한을 최대한 위

운영을 확대했다. 수익률과 생산성에 대한 객관적인 평

임했다. 사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 및 인사고가를 부여

가와 부서 간의 경쟁을 보완할 원활한 협조체제의 구축

해 성과에 대한 책임도 강조되었다.

이 요구된 것이다. 이에 KINITI는 제도 운영을 일부 수

권한과 책임을 강조하는 기업식 사업부제도에 착

정해 문제점을 개선하여 DB사업부, 원문서비스사업,

안해 도입된 준사업부제는 책임경영체제를 강화하는

회원서비스사업 등으로 준사업부제를 확대해 실시했

결과로 이어졌다. 관련 사업의 계획 수립과 집행을 자

다. 이와 함께 자체 수입목표도 예산상의 목표를 기준

율에 맡겨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는 책임경영체

으로 하고 부서별로 차등적인 목표 설정과 원내 부서

제로 자리잡았다. 주요 내용은 △부서 예산의 편성과

간 내부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등 사업별로 책임경영체

집행의 자율, △임시 인력활용의 자율, △원내 내부거

제를 강화해 나갔다. 이런 노력에 힘입어 KINITI는

래제도의 도입, △수입목표 초과분에 대한 인센티브 지

1995~1996년에 어려운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2년 연

급, △간부 능률급의 차등지급 등이었다.

속 목표를 초과달성하는 성과를 거둔다.

정보서비스 사업 분야에 우선 도입된 준사업부제
는 운영 면에서 기대했던 성과를 거둔다. 책임경영체제
가 구축되고 업무의 생산성을 제고하는 조직문화로 탈
바꿈한 것이다. 운영 수익 면에서도 고무적인 성과가 나

<표3-3> 준사업부제 적용 범위(1994년 도입 당시)
사업 성격

준사업부서

타났다. 1994년 자체 수입이 32억 4,900만원을 달성해
1991년 기관 설립 이후 최고의 자체 수입 증가율(15.4%)

해당 부서

정보조사/분석, 정보교육,

화학화공부, 환경건설부, 특허정보부,

TIMS사업, 관련 용역 등

산업무역부, 교육연수부, 정보컨설팅부,
북방정보개발부
DB사업부, 정보자료실(원문 서비스팀), DB제작, KINITI-IR 운영,

기반사업부서

전산실, 국제사업부

사업부제를 처음 도입한 1994년에 30억원 대의 자체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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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수집 및 관리,
원문복사, 전산 운영 및

를 기록했다. 흥미롭게도 비준사업부서의 수입 달성률
도 목표를 초과해 큰 폭의 신장을 이루었다. KINITI는 준

주요 사업

기계금속부, 생명과학부, 전자전기부,

시스템 개발, 기술이전사업
지원부서
목표관리부서

기획경영관리실

기획·예산·행정·경영관리

11개 지역정보센터

정보회원관리, 정보보급,
지역정보화, 용역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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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 중심의 조직으로 개편

1994년 제2기 출범을 맞아 새롭게 도입된 준사업부제

역대
기관장
소개

의 시행을 계기로 조직개편도 이루어졌다. 양보다 질
위주의 사업을 추진하고, 업무의 생산성을 높이며, 조
직의 기동성과 능률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종전의
직계형(라인형)에서 단위부서 중심의 수평·직능형(기
능형)으로 대폭적인 개편이 이루어졌다.

박 홍 식 원장
1991. 1~ 1997. 1
●

박홍식 KINITI 1~2대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

하고 행정고시를 거쳐 통상산업부 상역국장과 특허청장을 역임

이에 따라 종래의 4본부 13실 6반 1단 10지역정보

했다. 그리고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박 원장

센터 체제에서 12부 2개 부설센터 3실 4팀 11개 지역정

업기술정보센터 소장으로 취임하면서 기관과 첫 인연을 맺었으

보센터로 변경되어 단위부서가 축소 조정되어 기능 중

며, 이후 KINITI가 출범하면서 초대 원장에 선임된 데 이어 1994

심의 조직을 구축해 업무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높일 수

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포용의 리더십으로 기관을 이끄는 구심

있게 되었다.

점이 되었다. 특히 새해 첫날엔 해마다 직원들을 집으로 초대해

은 KIET로부터 기관 분리가 추진 중이던 1990년 11월 (부설)산

년에 재임되면서 총 6년 동안 KINITI를 이끌었다. 박 원장은 인

떡국을 함께 먹는 행사를 가질 정도로 직원들과의 화합과 소통

조직개편은 기반 사업과 정보서비스 사업으로 구

을 중요하게 여겼다. KINITI의 근간은 모두 박 원장의 재임 시절

분해 각 사업의 특성을 고려해 융통성 있는 운영방식을

에 구축되었다고 평가할 정도로 많은 업적을 남겼으며, 무엇보

도입한다는 취지 아래 이루어졌다. 특히 정보서비스 사

전하는 데 혁혁한 기여를 했다. 정보 유통 및 분석사업을 고도

업은 준사업부제의 운영에 적합하도록 개편되어 근무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이와 함께 결재
라인을 종전의 4~5단계에서 3단계로 단축해 신속한 의
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다 새로 출범한 KINITI가 단기간에 역할과 위상을 정립하고 발

화해 정보 서비스의 질을 제고했으며, 정보유통 인프라의 확충
및 정보이용자의 증가 등을 통해 기관의 위상을 다졌다. 또한
테크노마트의 활발한 개회를 통해 기술수출을 확대함은 물론
국제적으로도 기관의 위상을 높였다. 이 밖에도 전국에 12개 지
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지역 정보화사업에도 많은 관
심을 기울였으며, 준사업부제와 책임경영체제를 도입해 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생산성 제고에도 힘썼다. 퇴임 후에는 대학 강
단에서 강의하는 한편 특허법률사무소의 고문 및 변리사로 활
동했다. 또한 KISTI의 퇴직자 모임인 정우회의 회장으로서 모임
을 이끌고 퇴직자들의 친목을 다지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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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진 정보기관 위상 구축 위한 정보자원의 개발
및 확충

FAXON사, 영국의 Blackwell’s사, 그리고 일본의 丸善
(株) 등 해외 대행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한 기
관에서 발행된 여러 종의 자료를 구독하는 경우에는 직

1) 정보자료의 수집 및 관리기법의 체계화

구입했는데, 미국화학회나 미국전기전자공학회에서
발행된 연속간행물 등이 대표적이었다. 또한 자료구독

정보자료 수집활동의 발전

대금이 고가인「Chemical Abstracts」는 Chemical

산업·과학·기술 정보활동의 총본산으로 새롭게 출

Abstracts Service사로부터 직구입하고, 마이크로 자료

범한 KINITI는 정보자료의 수집활동에서 이전 시기에

로 입수하는 해외 특허정보는 Research Publication을

비해 면모를 일신하면서 한 단계 발전한다. 기관의 위

통해 이루어졌다.

상에 걸맞게 정보자원의 개발과 확충을 한층 강화하는

구입 형태는 1993년부터 변화를 거쳤다. 종전에

동시에 다양한 정보자료관리 시스템을 속속 개발해 갈

마이크로필름 형태로 구입하던 미국특허와 영국특허

수록 방대해지는 정보자료에 대한 관리 효율화를 추구

를 새로 등장한 전자매체인 CD-ROM 형태로 구입했는

해 나간다.

데, 이후 CD-ROM 형태의 도입이 크게 확대되었다. 또

출범 초기, 정보자료의 수집방법은 기존의 방식과

한 국내 최초로 네덜란드의 ADONIS사로부터 세계적

크게 다르지 않았다. 구입, 기증 및 교환, 해외 공관을

으로 가장 이용 빈도가 높은 생의학분야 학술잡지 450

통한 입수 방식으로 학회지 등 정기간행물을 비롯해 각
종 도서 및 보고서, 특허, 규격, 초록집, 색인집, 목록집

1) 1995년 11월 9일자 국무총리 지시(1995-18호)로 정부 유관부처에 송부된 공

등의 자료를 책자, 마이크로피시, 마이크로필름, 마그

<우리나라 정부가 국책연구개발사업에 매년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과학기

네틱 테이프 등의 형태로 수집했다.
구입에 의한 방법은 해외 대행사를 통하는 대행
구입과 발행처로부터 직접 구입하는 직구입의 방법을
병행했다. 해외 연속간행물은 미국의 EBSCO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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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술관련 연구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정보유통체제가 확립되지
않아 관련정보가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개선하
기 위하여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부설 연구개발정보
센터(KORDIC)를 총괄기관으로 지정하고, 이에 해당부처의 유관기관들은 연
구개발보고서를 발간한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기 양 기관에 각 2부씩을 제
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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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수록된 ADONIS 시스템을 도입해 정보자원을 확

(www.amazon.com) 등 인터넷 온라인 서점을 통해 신

충했다.

속한 수집이 가능해진 것이다. 해외 도서를 구입하려면

한편 1995년 11월 국무총리 지시(1995-18호)1)로 그

출판사로부터 청구서를 받아 대금을 지불하고, 배편으

동안 부분적으로 수집되던 국책연구개발보고서 자료

로 인수하기까지 보통 2개월씩 걸리던 과거에 비해 온

를 KINITI에서 일괄 수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관

라인 주문과 신용카드 결제로 불과 며칠 만에 입수가

련 자료를 전량 수집할 수 있게 되어 정보자원이 더욱

가능해졌다.

풍족해졌다.

그리고 기증 및 교환에 의한 정보자료수집도 꾸준

KINITI는 자료수집의 다양화와 질적인 향상을 위

히 증가했다. 국내자료는 대부분 기증 방식으로 입수하

해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1995년에는「Chemical

고, 해외자료 중에서 비매품 자료는 기증으로, 유가자

Abstracts 12th Collective Index」를 전량 책자형으로 구

료는 기관 대 기관의 자료교환 방식으로 입수했다.

입했다. 그리고 유럽특허(1978~1989년), 세계특허

KINITI는 자체 발행 간행물인「KOSAB(Korean

(1990~1995년), 일본공고특허 및 실용신안 등 해외 특

Scientific Abstracts)」과「KOMAB(Korean Medical

허자료를 CD-ROM으로 구입했다. 1995년 기준, 구입한

Abstracts)」등 영문 초록지를 활용해 이전부터 미국 의

해외 연속간행물은 총 2,611종이었다.

회도서관, 영국 British Library Document Supply

1996년에는 효율적인 정보분석과 정보서비스 지원

Center, 일본과학기술정보센터 등과 자료를 교환해왔

을 위해 서지형 데이터베이스 형태인「Federal Register」

는데, 1992년부터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 및 러시아

와「Japanese Company Factfinder」등 12종을 CD-ROM

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도 교환이 이루어졌다. 1996년

형태로 구입했다. 또한 해외 규격자료 중에서 미국자동

기준, 기증 및 교환으로 입수한 연속간행물은 해외 51

차학회 규격인 SAE, 미국전기전자공학회 규격인 IEEE,

개국 1,182개 기관의 1,847종과 국내 948개 기관 1,441

미국안전규격인 UL 등을 CD-ROM으로 입수했다.

종으로, 총 2,130개 기관, 3,288종에 달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정보통신 발달에 따라 해외 정
보자료의 수집 환경에도 큰 변화가 일어난다. 아마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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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공관을 통한 방법도 정보자료를 수집하는 주요 채
널의 하나였다. 1983년부터 재외 공관을 통해 주재국의

<표3-4> 정보자료 수집 현황
구분

자료 형태

1993년 1994년 1995년 1996년 1997년 1998년

연속간행물(종) 책자/CD-ROM 4,945

현지 산업기술정보를 입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는
데, 국내 기업이나 연구기관들이 세계 각국의 현지 산
업기술정보를 쉽게 수집하지 못하는 현실을 감안해 이
용가치가 높은 이른바 회색문헌(각종 보고서 자료, 연

단행본,

책자

보고서(권)

2,790

기술보고서(건) 마이크로피시 1,400
해외특허

마이크로필름

자료(롤/매)

/CD-ROM

규격자료(종)

책자/CD-ROM

해외공관

보 자료, 팸플릿, 카탈로그 등 비정형적인 자료)의 수집

자료(건)

에 주력했다. 해외 공관을 통해 수집되는 자료는 해마

회의자료(권)

국제학술

5,410

6,013

6,156

6,436

5,764

2,712

2,571

2,479

2,505

1,666

9,365 10,000 12,575 11,785

3,982

1,060

1,441

3

3

책자

3,357

책자

194

257롤

622

658

621

3

6

6

6

2,347

2,328

2,517

2,524

2,305

183

219

389

302

99

1,203매

다 2,500건 규모였다.
이처럼 활발한 정보수집 활동을 펼친 결과, 정보자
료의 보유량은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으며, KINITI는 명
실상부하게 국내 최대의 과학기술분야 정보자료 보유
기관의 위상을 다지게 된다.

<표3-5> 정보자료 총 보유 현황

(단위:권)

단행본
정간물
공관자료

706,451 740,426
675,028

14,078

773,132

16,868

806,464

19,580

862,787

22,151

898,846

24,630

927,557

27,135

28,840

12,500
817,484

841,618

786,415
735,127
706,694
679,047
650,048
622,526

40,002

199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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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25

1992년

44,511

1993년

46,858

1994년

49,186

1995년

51,703

1996년

54,227

1997년

57,099

199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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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열람 서비스 규모의 증대

색, 대출 등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관리시스템

KINITI는 기업, 연구기관, 학계 등의 외부 이용자를 대

의 개발이 시급한 과제로 부각된다. 이에 KINITI는 정

상으로 자료 안내, 열람, 원문 복사 제공 등 각종 정보

보자료관리 시스템인 KINITI-LIS(Library Information

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자료열람실의 정보 봉사업무

System)을 구축, 가동에 들어간다.

를 보강하기 위해 전담사서를 배치해 대민 서비스를 강

KINITI-LIS는 지속적으로 기능이 향상되는 과정을

화했으며, 각종 서지 도구들을 안내하는 등 서비스 향

거쳤다. 1987년에 목록시스템과 검색시스템이 처음 개

상과 정보이용회원의 유치를 위해 노력했다. 1995년 기

발된 이래 1989년에 바코드를 이용한 단행본 대출시스

준, 1일 평균 내방 이용객은 70명 정도였으며, 연간 열

템이 개발되었다. 이어 1990년부터 1991년까지 연속간

람실 이용자는 총 1만 8천여 명, 열람자료는 총 1만 9천

행물관리시스템을 개발해 과거에 수작업으로 처리하

여 권에 달했다.

던 연속간행물의 체크인과 클레임 업무 등을 국내 최초

그리고 1995년부터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새로운

로 전산화했다. 이어 1992년에는 KINITI에서 구입하는

연속간행물이 정보자료실에 입수될 때마다 목차를 복

단행본 및 연속간행물 등의 자료에 대해 주문 전 탐색,

사해 제공해 주는 신착자료 목차서비스(Content Sheet

수서자료 입력관리, 발주관리, 예산관리 등의 기능을

Service)를 실시했다. 이러한 정보서비스는 1차 자료가

수행하는 수서시스템의 개발로 이어졌다.

색인이나 초록 등 2차 자료로 DB화되기 이전에 가장

보다 효율적인 자료관리를 위한 전산화 노력은 이

신속하게 1차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1995년 한해

후에도 지속된다. 1997년에는 신착 연속간행물의 정보

에 총 1,873건의 서비스를 제공했다.

를 가장 신속하게 주지시키는 연속간행물 기사색인시
스템(Quick Table Of Content: QTOC)을 개발했다. 이

2) 정보자료의 효율적 관리 위한 전산화 추진

로써 신착 연속간행물의 목차정보에 대한 속보성이 향
상되어 신착 정보자료의 이용이 더욱 활발해졌다. 이와

정보자료 관리시스템(KINITI-LIS)의 구축 및 가동

함께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되는 시대를 맞아 1998년부

정보자료의 수집 규모가 갈수록 방대해지자 목록, 검

터 웹을 통한 정보자료검색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제공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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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로 변모한 자료의 형태(국제특허분류, 과학기술문헌속보)

했다. 이처럼 KINITI-LIS는 정보자료 규모의 방대화에

료 폐기는 서고 공간의 확보와 관리비용의 절감 차원에

대응해 업무 효율을 크게 높임은 물론 보다 신속하고

서 중요한 업무이다. KINITI는 1988년부터 1995년까지

정확하게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적인 시스템이

복사 실적이 거의 없는 연속간행물 중에서 기증 및 교

었다. 이후 KINITI-LIS는 안정화 단계를 거쳐 한국무역

환자료로 입수하다가 중단된 자료를 폐기대상으로 선

협회,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 등 IBM 대형 컴퓨터를

정해 심의절차를 거쳐 총 486종을 창원대학교 도서관

사용하고 있는 기관에 용역형태로 설치, 운영되었다.

에 기증했다.

한편 KINITI-LIS는 1999년 6월 Y2K 문제를 해결하기 위
해 KINITI의 전면적인 정보시스템 개편작업이 추진되

3) 이용가치높은다양한데이터베이스의제작및구축

면서 클라이언트·서버 기반 통합형으로 재개발된다.
과학기술정보 DB
첨단자료실의 설치 운영

과학기술 분야의 다양한 DB를 제작 및 구축해 산·

정보의 기록매체가 점차 인쇄형에서 마이크로형으로,

학·연의 연구자들에게 최신 정보를 신속히 유통시키

그리고 1990년대 중반에는 CD-ROM형으로 진화함에

는‘정보의 안내자’역할은 연구원 고유의 임무이자 사

따라 입수자료 형태도 CD-ROM이 대폭 증가했다. 1995

명이다. KINITI는 1992년부터 과학기술정보 DB의 제

년에 KINITI는 총 2,034매의 CD-ROM 자료를 보유했는

작 및 구축에 본격적으로 착수해 정보서비스가 한 차원

데, 당시로선 국내 최다였다. 이런 환경에서 1995년 6월

발전하는 전환점을 맞이한다.

기존의 마이크로자료실을 확대 개편해 첨단자료실을

과학기술문헌 데이터베이스 BIST (Bibliographic

개설했다. 첨단자료실에는 CD-ROM 자료를 보다 효율

Information on Science & Technology)는 1992년 5월 제

적으로 관리 및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전산장비를 두

작된 이래 국내 유일의 과학기술 분야 국문 서지 DB로

루 갖추었다.

서, 국내 연구자들에게 무료로 서비스되어 큰 호평을

한편 KINITI는 첨단자료실 개설과 함께 그동안 거

받았다. KINITI를 대표하는 상품으로 자리잡은 BIST는

의 열람되지 않는 연속간행물 자료를 폐기처분했다. 자

국내의 산·학·연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국내외 핵

240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kisti 제3부-01(3차수정완료)

2012.1.27 2:47 PM 페이지241

TG 2540DPI 150LPI

특허, 공개실용신안 데이터베이스 시연회(1993)

심 저널의 최신 정보를 선별해 기사 단위로 분류하고,

욱 확대되었다.

국영문 색인어 부여 및 초록 작성 등의 형태로 가공, 처

국내 과학·의학 영문초록 데이터베이스 KSMA

리해 제공되었다. 이 때문에 이 작업에는 많은 인력과

(Korean Science & Medicine Abstract)는 국내 과학기술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가의 처리를

및 의학 정보의 해외 소개와 해외 정보기관과의 자료교

통해 제작되었다.

환을 목적으로 발행되고 있는「KOSAB」과「KOMAB」

KINITI의 정보자료 관리시스템인 KINITI-LIS와

을 1992년부터 전산 입력 파일로 DB화한 것으로,

BIST DB는 국내 유관기관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어 외

KINITI-IR를 통해 온라인으로 서비스되었다. KSMA는

부로부터 견학 및 상담 문의가 줄을 설 정도였다. 그래

1995년까지 수작업으로 데이터를 입력해오다 1995년

서 해당 업무 담당자들은 외부 강사로 빈번히 초빙되어

부터 스캐너를 통해 자동 입력한 후 문자인식 과정을

이들 사업을 소개해 연구원을 널리 알리는 데에도 일조

거쳐 PC로 편집했으며, 1995년 기준 총 10,269건을 수

했다. BIST는 주제 분야별로 6종의 책자형「과학기술문

록했다.

헌속보」로 월간 발행되었으며「특허속보」도 반월간으

연구개발 영문정보 데이터베이스 KREP(Korea R

로 펴냈다. 이 속보들은 1997년부터 CD-ROM으로 제

& D REPort Bibliographic Information)는 국내에서 발

작, 배포되어 자체 수입 증가와 예산 절감 효과도 거두

생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보고서를 총망라해

었다. 한편 KINITI는 국내에서 발간되는 산업 무역분야

수집, 가공한 DB로, 1995년부터 KINITI-IR을 통해 온라

의 정기간행물에 수록된 기사를 수집, 가공한 산업무역

인으로 제공되었다. 1998년에는 702건을 제작했으며,

문헌 데이터베이스 BIIT(Bibliographical Information on

1998년 기준 총 5,134건을 수록했다.

Industry & Trade)를 제작해 왔는데, 1996년부터 BIST와
통합해 구축, 운영되었다.

한국 산업재산권정보 DB

BIST는 1999년 12월 DB 축적량이 100만 건을 돌파

KORSTIC 시절인 1970년대 후반부터 이용 가치가 높은

할 정도로 방대한 규모로 발전했다. 그리고 2000년부터

국내외 과학기술 관련 DB를 적극 도입 및 구축해 온 연

영문 제목과 영문(저자)초록까지 수록해 이용자가 더

구원은 1990년대 들어 산업기술 DB를 본격적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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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및 구축하면서 산업기술정보의 데이터뱅크 역할을

신안(JAPA)을, 1998년에는 공개된 일본 특허를 DB화한

더욱 굳건히 다진다. 특히 1990년대부터 자체적으로 제

일본특허(JUPA)를 제작해 온라인으로 서비스했다.

작하기 시작한 한국특허 및 실용신안 등 6종의 산업재

이러한 DB의 제작과 함께 KINITI는 국내 산업재

산권 관련 DB와 국내외 과학기술문헌 DB(BIST) 등 정

산권 DB에 수록되는 모든 법인체 명칭의 한글 표기를

보 수요가 높은 DB들은 해마다 정보가 축적량이 늘어

통일하고 국가별로 표준화된 고유 코드를 부여함으로

나면서 기관의 대표적인 DB로 불리게 된다.

써 출원인의 코드화 및 표준화를 이루었다.

한국 산업재산권 정보는 특허청에서 발행하는 공
개공보와 공고공보(등록공보)에 수록되어 있는데,

산업정보 DB

KINITI는 1992년부터 특허청과 긴밀히 협조해 산업재

산업정보 DB들은 이전 시기인 1980년대부터 제작되었

산권 정보의 전량을 전산입력 파일 형태로 입수해 이를

는데, KINITI 시절에 들어서면서 정보의 축적량이 크게

가공 처리한 후 DB화하여 KINITI-IR을 통해 일반 이용

증가해 중소기업 등 산업체에 매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

자에게 제공했다.

되었다.

산업재산권 DB 제작은 1984년에 한국공고특허

상품별 제조업체 데이터베이스 CODI(Commodity

(KPTN) DB를 시작으로 1989년 한국공고실용신안

Directory)는 KIET 시절인 1989년에 국내 기업 상호 간

(KUMO), 1990년 한국공고특허의 영문초록(KEPA),

의 원활한 물품 구매는 물론 외국 바이어에게 국내 생

1991년 한국등록의장(KODE), 1993년 한국공개특허

산품을 소개하기 위해 국내 22,849여 제조업체의 명칭,

(KUPA)와 한국공개실용(KUUM)을 연차적으로 DB로

주소, 전화번호, 생산품목 등을 수록한 것으로서,

제작해 데이터의 범위와 수록 건수가 지속적으로 늘어

KINITI-I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되었다. CODI는

났고, 상표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재산원 정보의 DB

1993년에 대표자 및 자본금 등 7개 항목을 더해 23,485

를 제작, 구축하게 되었다.

개처의 정보를 갱신 및 추가했으며, 1995년부터 시작된

그리고 1995년에는 등록공고된 일본특허의 주요
서지사항을 한글 및 한자로 번역한 일본 특허 및 실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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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사업과 연계해 지역 간 네트워크로 보다 쉽
게 서비스할 수 있는 체제로 탈바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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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역정보구축화 보고대회(1996)

국내 도입기술 데이터베이스 ITCH (Induced Technology)

지역정보 DB

는 1985년에 해외 주요 선진국에서 도입하는 기술현황을

KINITI는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1995년부터 충북

정부 부처 및 국내 기업체에 제공해 기술도입의 중복

·대구·광주·전북 등 4개 지역에 대한 기업체·상품

방지와 국내 기술도입 정책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과학

·인력·시험기기 등 지역고유의 산업기술정보를 DB

기술처 특정연구개발사업으로 시작되었다. 이 DB는

로 구축해 지역정보센터에 설치된 KINITI-IR을 통해 해

기술도입 기업 및 기술제공 기업 등 도입기술에 관련된

당지역 기업체에게 시범서비스를 개시하면서 지역정

일반 현황 및 초록 등을 담았으며, 1995년 기준 총

보 DB를 제작하게 된다.

13,300건을 수록해 KINITI-IR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공
되었다.

이어 1996년에 경남 및 전남 지역을 포함해 6개 지
역의 산업기술 정보를 제작, 구축하면서 본격적인 서비
스 시대를 열었으며, 1998년부터 부산·인천·충남·

데이터베이스 총람 DB(DBDR:Database Directory)

울산 등 4개 지역을 추가해 총 10개 지역에 관련된 지역

국내에서 제작·유통되는 DB에 관한 내용을 수록한

고유의 산업기술정보를 DB로 구축해 인터넷을 통해

DBDR은 데이터베이스 제작업체 간의 중복 제작 방지

제공했다. 1998년 기준 기업체 및 상품 DB 41,161건, 전

와 국내 DB산업의 발전을 도모하는 취지로 1991년부

문인력 DB 10,264건, 시험연구 장비 DB 21,273건 등 총

터 제작·구축되었다. DBDR은 매년 1회 설문조사를

72,698건의 지역 공통 DB를 구축했다. 또한 인천산업

실시해 정보를 갱신했다. 1996년의 경우 국내 정보산업

용품유통센터 시범 DB 462건, 대구 및 부산 조합업체

관련 기관 및 기업체 800여 곳에 대한 설문조사와 현장

DB 약 1만 건을 수록했다.

조사를 실시해 관련 자료를 수집, 가공했으며, 해외 21
개 정보서비스 기관 및 제공 DB에 관한 정보도 추가했
다. DBDR은 1996년 기준 총 2,479건을 수록했으며,
KINITI-IR를 통해 제공되는 동시에 매년「데이터베이스
총람」으로 출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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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ITI-IR의 효용과 가치에
대한 언론보도기사(1996)

4) 정보서비스 확대 위한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의
지속적인 도입

1995년에는 국내외에서 발간되는 의약학 정보인
KOMA를 삼보정보통신으로부터 신규 도입한 데 이어,
1996년에는 국회 소장 단행본 DB(MONO)와 국내외 화

국내 데이터베이스 7종 도입

학시장정보인 CHMA를 내외정보센터로부터 신규로 도

정보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1980년대부터 추진된 국

입해 총 7종의 DB를 구축했다.

내 DB의 도입 및 구축작업도 KINITI 시절 들어 더욱 활
발히 추진되었다. 1992~1994년에 정부기관에서 발간되

해외 데이터베이스 10종 보유

는 각종 경제정책 자료를 DB화한 경제정책 DB인 EPIC

해외 DB는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보에 대한 국내 수요

을 국민경제제도연구원으로부터 도입한 것을 비롯해

를 충족시키기 위해 1970년대부터 도입되어 기업체는

국내 석·박사 학위논문 DB인 DIMD와 국내 정기간행

물론 연구소와 대학의 기술개발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물 기사색인 DB인 DIGS를 국회도서관으로부터, KS규

정보 원천의 역할을 해왔다. KINITI가 출범한 1991년

격 정보 DB인 KSDB를 공업진흥청으로부터 도입하는

기준, 세계특허정보(WPI)를 비롯해 9종의 DB를 도입,

등 총 4종의 DB를 도입해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접근의

구축했는데, 주요 분야는 전기·전자, 금속재료공학,

기회를 확대했다.

기계공학, 식품, 생명과학, 미국정부 기술보고서 등이
었다. 당시 구축 건수는 약 2,000만 건에 달했으며, 매

<표3-6> 국내 데이터베이스 도입 현황(1998년 기준)

분류

DB명

국내 정기간행물 기사 색인 1979년~

789,474

836,658

DIMD

국내 석·박사 학위 논문

1982년~

400,401

427,591

KSDB

KS규격정보

1994년~

9,149

9,149

1984년~

71,079

71,079

1991년~

26,872

26,872

KOMA 국내외 의약학 정보
경제정책 자료

CHMA 국내외 화학시장 정보

1990년~

7,063

7,063

MONO 국회소장 단행본 정보

1990년~

253,294

290,884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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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약 144만 건의 추가 갱신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1991년에 제작기관인 Chemical Abstracts

누적 정보량
1998년

경제정책 EPIC
기타

수록 기간

1997년

DIGS
문헌

수록 내용

(단위:건)

1,557,332 1,669,296

Service의 정책 전환에 따라 화학 관련 정보의 세계적인
DB인 CAS의 제공을 중단하게 되었다. 이에 KINITI는
1994년에 의·약학의 세계적인 DB인 EMBASE를 추가
로 도입해 관련 분야의 정보 제공을 확대했다. EMBASE
는 네덜란드의 Elsevier Science Publishers에서 제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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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별 산업정보화 촉진전략 세미나(1996)

것으로, 전 세계 약 110개 국의 의·약학 관련 분야 정

5) 국내 주요 기관과의 협력관계 확대

기간행물 3,500여 종에 수록된 약 35만 건의 정보가 수

KINITI는 설립 목적과 사명을 다하고, 보유 자원의 활

록되어 1994년 4월부터 KINITI-IR을 통해 온라인으로

용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내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적

제공되었다.

극적으로 추진했다. 특히 1990년대 들어 국내의 주요

KINITI는 과학기술분야를 망라하는 총 10종의 해

연구기관을 비롯해 경제단체 및 금융기관 등과 업무협

외 DB를 구축, 서비스를 제공했으며, 1998년 기준 총

력을 활발히 추진하면서 정보자료의 공동 이용뿐만 아

도입정보량은 2,237만여 건에 달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니라 산하 기업체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지도 및 투

위치를 차지했다.

자 알선, 자금연계 등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1997년 기
준 국내 협력기관은 총 117개 처였다.

<표3-7> 해외 데이터베이스 도입 구축 현황(1998년 기준)

DB명

수록 내용

수록 기간

(단위:건)

누적 정보량
1997년

1998년

WPI

세계 31개국 특허

1966년~ 8,103,248

8,688,524

NTIS

미정부 위탁 연구보고서

1977년~ 1,404,093

1,474,970

응용과학, 공학 전분야

1979년~ 1,971,432

2,020,283

전기·전자, 컴퓨터·제어

1978년~ 4,591,018

4,922,018

금속재료, 금속공학

1980년~

COMPENDEX
(COMP)
INSPEC
(INSP)
METADEX
(META)
ISMEC

743,212

<표3-8> 국내 유관기관 협력 현황(1997년 12월 기준)

783,378
구분

협력기관

연구기관

KIST 등 17개 기관

경제단체

대한상공회의소 등 41개 기관

기계공학, 생산공학

1979년~

212,647

221,889

FSTA

식품과학

1980년~

244,096

270,015

금융기관

중소기업은행 등 30개 기관

BIOT

생명과학

1985년~

187,438

197,965

공공기관

국립중앙도서관 등 9개 기관

EMBS

보건, 약학, 환경

1988년~ 3,663,504

3,774,588

WTTI

산업기술분야 이전가능 기술 1994년~

(ISMC)

총계

21,038

19,165

21,141,726 22,372,795

학·협회 및 공단·대학

해외건설협회 등 8개 기관

기타 기관

현대전자(주) 등 12개 기관

합계

총 117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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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첨단기술 산업화 세미나(1994)

3.‘정보사업의 꽃’
으로 불린 산업정보 분석

발에 도움을 주었다.
1993년에는 산업·기술 동향정보 연구보고서로

1) 기술개발 위한 산업·기술 동향정보 연구

「계면활성제의 기술 현황과 응용」(제88호, 1993.10.14),

KORSTIC 시절부터 수행해온 대표적인 사업분야의 하

「최신 식품가공 기술」(제89호, 1993.12.17) 등 2과제를

나인 정보조사·분석사업은 KINITI로 새출발하면서 한

발간하는 데 그쳤다. 대신 옛 공산권 국가들과의 산업

층 전문화되어 산업·기술 동향정보 연구사업을 비롯

협력이 높아지면서 이들 국가의 산업과 투자환경 등에

해 사업타당성 분석, 선행기술 및 특허조사, 정책연구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설한「북방산업 동향」

및 자문 등으로 역할이 대폭 확대된다. 이러한 산업정

지를 새로 발간했다. 1993년에 발간된「북방산업동향」

보의 분석 및 연구활동은 사업의 외연을 확대하는 동시

지는「대중국 직접투자의 문제점과 대응 방안」
「러시
,

에 정보사업의 핵심 분야로 자리매김한다.

아 군수산업의 민수화 참여동향」
「베트남
,
소비재 산업

산업·기술 동향정보 연구는 시의성 있는 특정 주

의 구조와 최근 동향」
「중국의
,
주요 유통시장 현황」,

제에 대해 국내외 산업·기술동향 및 특정 기술의 개발

「대러시아 산업협력의 추진 동향과 과제」
「베트남
,
운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연구보고서를 발간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졌다. 이 사업은 기존의 단순한 정보조사

송체계의 현황과 개발과제」등 6과제였다.
1994년에도「산업기술 동향」
지와「북방산업 동향」

업무가 아닌, 전문요원들의 전문적인 분석기술을 요구

지의 발간이 활발했다.「산업기술 동향」지로는「무전

하는 난이도 높은 과제여서 흔히‘정보사업의 꽃’으로

해 도금의 기술동향」(제90호, 1994.1) 등 5과제가 발간

불렸다.

되었다. 그리고「북방산업 동향」지로는 기업에게 실제

산업·기술 동향정보 연구는 KINITI 시절 들어 활

적으로 필요한 분야를 심층 분석한「한·러 산업협력

발히 추진되어 1991년에 전년보다 14과제가 증가한 29

증진을 위한 정보지원체제 구축에 관한 연구」1편과 북

과제의 연구보고서를 발간했다. 1992년에는「플라스틱

방국가의 산업을 분야별로 조명한「중국투자 핵심정보

시트의 열성형」(제70호, 1992.1.15) 등 18과제에 대해

파일」등 4편을 발간했으며, 계간으로「한·러산업협력

분석 연구한 연구보고서를 발간해 관련 업계의 기술개

정보」를 창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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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엔 북방지역 국가들에 대한 산업기술 정보를 취득

2) 기업체의 손과 발이 된 정보조사활동

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탓에 KINITI에서 발간한 이들 간

정보조사는 산업계와 학계 및 연구기관에서 요구하는

행물은 국내 기업들이 북방지역 국가들의 산업정보를

특정주제에 대해 본원과 전국의 지역정보센터에서 일

파악하고 현지에 성공적으로 진출하는 데 도움을 주는

정기간 소급해 정보를 조사·제공하는 것으로서, 연구

가교 역할을 했다.

원에서 도입·소장하고 있는 각종 DB를 통해 조사하

1995년에는「산업기술 동향」지 3과제와「북방 지

는 KINITI-IR 조사, 해외 정보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DB

역 동향」지 및 계간「러시아산업정보」지를 발간했다.

를 이용하는 해외 DB 조사, 각종 서지류와 국내 타 기

또한 온라인 정보검색 이용자들의 DB선정 및 검색기

관의 소장 자료를 이용해 조사하는 종합조사 방식으로

술 향상을 돕기 위해「화학정보 온라인 검색(개정판)」

이루어졌다. KINITI는 1993년에 경기도청에서 중소기

을 발간했다. 1996~1997년에도 국내 관련 기업들의 기

업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요청해 온 193 과제

술개발에 도움을 주는 산업기술 동향지의 발간과 함께

에 대해 종합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1994~1995년에 충

북방지역에 대한 산업협력을 위해 산업 및 투자환경 등

남도청, 전북도청, 대구시청에서도 과제를 받아 종합조

에 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북방산업 동향」

사를 실시해 제공했다.

지의 발간이 활발했다.
1998년에는「기업정보화를 위한 DB 구축과 활용」
등의 조사연구보고서와 함께 산업재산권 활용을 위한
「산업재산권자료집(초록)」
을 출간했다. 또한 국내 기업

<표3-9> 연도별 정보조사 현황

(단위:과제)

들의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해「러시아 첨단기술 총람」
구분

을 비롯해 영국, 독일, 프랑스의「대외 이전 희망 기술
총람」등을 발간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첨병
역할을 수행했다.

소급 조사

1993년

1994년

1995년

KINITI-IR 조사

2,861

3,027

3,153

종합 조사

1,456

815

1,017

해외 DB조사

1,573

1,617

1,674

연속 조사
KINITI-IR 연결 이용자 직접 조사
합계

-

148

441

62,329

75,654

100,583

68,219

81,261

106,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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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자원화 실태와 발전방향 세미나(1994)

이러한 소급조사와 더불어 DB에 정보가 추가될 때마

제공을 위해 KINITI 직원들은 높은 사명감과 열성적인

다 특정 주제에 대해 연속적으로 정보를 조사·제공하

자세로 일했다.

는 연속조사를 수행했으며, 이미 구축된 온라인 정보망

1991~1993년에는 해마다 평균 10~20여 개 과제의

인 KINITI-IR를 통해 이용자가 직접 조사하는 KINITI-IR

사업타당성 분석을 수행했다. 이어 1994년에는「난방

온라인 조사도 운영되었다.

용 히트 파이프에 대한 사업타당성 분석」
「특정
,
건설용
콘크리트 제품의 국내 시장규모 및 사업전망」
「다이아
,

3) 전문성에 기반한 사업타당성 분석 및
수탁 연구용역 수행

몬드 공구사업 진출의 타당성 분석」등 14과제를 수행
해 관련분야의 사업화에 기여했다. 그리고 1995~1996
년에는 수탁 연구용역사업을 확대하면서 사업타당성

사업타당성 분석이란 기업 또는 개인이 특정사업의 수

분석의 수행 실적이 다소 미미했으나, 1997년에는「전

행이나 시장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분석을 요청하

세계 배터리 시장현황 분석」등 18과제를 수행했다.

면 KINITI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나 타 기관의 자료를

그리고 1996년부터 기업체뿐만 아니라 연구기관

수집·분석해 특정사업의 경제적·기술적 타당성을

또는 관련 정부부처의 요청으로 전문적으로 해당 주제

평가하는 사업을 말한다. 사업타당성 분석은 해당 제품

에 대해 분석·연구해 제공하는 수탁 연구용역사업이

의 제조와 관련된 기술적 타당성 분석과 제품에 대한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로써 KINITI는 산업계의 기

시장성을 기반으로 하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으로 구분

술개발과 경영활동을 포함해 정부가 산업기술 정보정

해 진행되었는데, 창업자금 및 시설자금 등을 은행에서

책을 수립하는 데에도 적잖은 기여를 했다.

대출받을 때 신용보증을 위한 타당성 분석도 수행했다.

1996년에는‘한국 특허 영문 초록’등 16과제를,

사업타당성 분석은 기업체가 신기술 개발의 위험

이어 1997년에는‘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품목 선정’등

을 줄이거나, 신규 시장 진출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

18과제를 각각 수행했다. 그리고 1998년부터 사업타당

이다. 특히 분야별로 전문적인 영역의 사업에 대해 타

성 분석을 수탁 연구용역사업에 포함시킨 가운데「국

당성을 분석해야 하므로 종합적이고도 심층적인 정보

방 핵심기술 DB 구축」,「전남 중소기업을 위한 정보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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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 매뉴얼 제작」등 22과제를 수행했다.

의견’
(과학기술처, 1997.7.26), 한일 산업기술협력단 사업
중에서 KINITI의 신규참여를 위한‘1997년 한일 산업기

4) 산업과학기술 정보정책의 연구 및 자문활동 개시

술 협 력 신 규 사 업 계 획’
(한 일 산 업 기 술 협 력 재 단 ,
1997.10.4) 등 8건에 대해 정책연구 및 자문을 수행했다.

KINITI는 1996년부터 국내외 산업·무역 및 기술에 관

1997년에도 산업과학기술 정보정책 및 자문활동이 활

련한 정책을 연구하고 정부에 자문하는 활동까지 수행

발했다. KINITI는 기술정보전문가의 수요 증가에 따른

하게 되면서 연구원의 역할과 위상을 한층 제고한다.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해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개선에

정책연구 및 자문활동은 연구원 설립 목적에 근거한 사

대해 검토 연구한‘국가기술자격제도 개선방안’(통상

업이었다. 따라서 지식자산의 관리와 정보자산의 경제

산업부, 1997.4.9) 등 9건을 수행했다. 이어 1998년에는

적 부가가치를 창출해 기술 기반을 확충하고, 나아가

정보화사업의 목표와 전산시스템 등의 도입 현황 등

국가 차원의 산업기술 정보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

KINITI의 정보화 추진현황 조사 자료를 제공한‘정보화

고 확산시킨다는 취지 아래 사명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

추진 현황 조사’(중소기업청, 1998.3.4) 등 7건의 정책

했다.

연구 및 자문을 했다

1996년에는 첫 사업으로‘KINITI의 주요 산업기술
시책’(통상산업부, 1996.1. 23)을 정책연구했다. 이는
통상산업부의 기술 드라이브 정책 확산 및 유관기관의
산업기술시책의 유기적인 연계체제 구축을 위해 수행
되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 KINITI의
중소기업 지원 실적과 추진현황 등을 담은‘중소기업
연차보고서’(중소기업진흥공단, 1997.7.10), 과학기술
정보화 추진 분과위원회 및 관계기관 실무자회의 결과
를 반영한‘과학기술정보화 촉진 시행계획(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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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ITI-IR 주전산기 증설 가동(1994)

4. 정보확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의 전개

이는 KINITI-IR의 유통에 있어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
되고 있던 통신장애와 검색의 불편함을 해소해 더욱 체

1) 전국 온라인 정보서비스 시스템(KINITI-IR)의 운영

계화된 시스템으로 정보를 제공한다는 목적 아래 실행
에 옮겨진다. 1993년 초‘KINITI-IR 개선대책반’을 구성

국가전산망 및 민간 VAN을 통한 KINITI-IR의 이용 확대

해 약 7개월에 걸쳐 KINITI-IR의 기능에 대한 대대적인

KIET 시절인 1988년에 본부와 부산을 비롯한 전국 8개

점검에 돌입한다. 정보검색 시스템, 데이터베이스, 통

지역정보센터에 구축된 온라인 정보유통망인

신 네트워크, 이용자 관리운영 등 4개 부문으로 나누어

KIETLINE은 1991년 KINITI의 개원과 함께 KINITI-

기존의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데 이

IR(Information Retrieval)이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전

어 국내외 출장조사를 통해 부문별로 현안 문제점에 대

국적인 온라인 정보유통망으로 발전해 나간다. KINITI-

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IR은 1991년 기준, 국내 특허 등 15종의 자체 제작 DB와

KINITI-IR 중장기 발전계획은 1994년 전산시스템

9종의 해외 DB를 온라인으로 서비스했으며, 이용자는

의 신규 도입과 연계해 1997년까지 추진되었다. 검색시

1,432개 처에 달해 국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한다.

스템의 추가 도입, 원내 LAN 시스템의 설치, 국내외 전

KINITI-IR에서 보유한 DB 정보는 1985년 6월 (주)

문 DB의 확충, 지역정보 유통의 활성화, Help Desk 운

데이콤의 DNS망을 시작으로 1989년에 삼성데이터시

영을 통한 상담 창구의 일원화 등 많은 성과를 거두면

스템의 SNS, 한국신용평가의 KIS-LINE, 국가연구전산

서 KINITI가 국내외 정보서비스 제공의 중추기관으로

망의 KREONet 등을 잇달아 구축해 민간 VAN을 통해서

위상을 다지는 데 일조했다.

도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KINITI가 개원한 해

KINITI-IR의 이용 실적은 1993년에 특히 두드러졌

인 1991년 10월에는 STM(주)의 STM*NET을 추가로 구

다. 이용자는 2,241개 처로 전년 대비 25.5% 늘어났고,

축해 총 5개의 민간 VAN을 구축, 운영했다.

검색 이용 회수는 65,452회로 전년 대비 무려 50.5%가

KINITI는 1993년에 한 차원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

증가했다. 검색 이용시간도 약 48만 5,762분을 기록해

기 위해 KINITI-IR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 추진했다.

전년 대비 43.7%가 늘어나 연간 이용금액이 급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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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거두었다. 1992년부터 CAS DB의 서비스가 중

했다. 이후 통상산업부의 MOTIE, 고려대학교의 KUNet

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이 급증한 것은 국내 기업

등을 추가함에 따라 1998년 기준, KINITI-IR은 총 12개

들의 정보마인드가 높아지고 컴퓨터 응용기술이 확산

의 국내 정보유통망과 연결해 서비스를 제공했다.

되는 등 외부적인 요인도 컸다. 하지만 이에 못지않게

KINITI-IR을 통한 정보이용 실적은 1996년까지 등

연구원 내부적으로 최신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고

록처 수, 검색 횟수, 검색 시간 등에서 해마다 꾸준한 증

정보이용교육을 활성화하는 등‘정보 원천’으로서 연

가세를 기록한다. 그런데 1997년부터 국내 경제환경의

구원 위상을 높였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였다.

악화와 IMF 외환위기를 겪게 되면서 이용실적이 감소

1994년에는 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성 증대를 위해

했다. 이런 환경을 맞아 KINITI는 1997년 6월부터 중소

현대전자(주)의 HiVAN과 국회도서관의 NORIS를 구축

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정보활용을 촉진하고 이용자의

했다. 이어 1995년에는 총무처의 NATIS, 내무부 지방행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정보 서비스 수수료를 단계적으

정종합통신망인 MOHA-NET, 한국통신의 HiNET-P 등 3

로 인하했다. 특히 중소기업 이용자에게 국내 제작 DB

개처와 추가로 연결해 온라인 정보이용의 기회를 확대

27종의 검색료를 50% 할인해 제공함으로써 중소기업
들의 신기술·신사업 개발을 촉진하는 데 기여했다.

<표3-10> KINITI-IR 온라인 이용자 현황

해외 데이터뱅크와의 연결 및 국제 전시회 참가
등록처(개 처)
검색 횟수(회)
검색 시간(분)

750,526
690,641
612,620

KINITI는 해외 데이터뱅크와도 연결해 정보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기술정보를 대행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제
공했다. 일본특허정보기구(JAPIO)가 운영하고 있는

430,530

PATOLIS는 일본특허 및 INPADOC 특허정보를 수록하
223,562
152,800
106,606
95,013
2,277

1994년

2,822

1995년

2,940

1996년

85,754
2,975

1997년

52,936
2,813

1998년

고 있는데, 특허정보에 대한 국내 수요가 많아 정보이
용자가 직접 이용하기 원할 경우에는 가입절차 안내와
함께 검색이용료 정산까지 대행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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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데이터베이스전시회 KINITI 부스(1996)

그리고 미국 CAS와 일본 JICST 및 독일 FIZ-Karlsruhe가

에는 1만여 명이 참관할 정도로 큰 성황을 이루었다.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는‘온라인 국제정보은행’인

KINITI는 이후에도 매년 국제 DB 전시회에 참가

STN-International은 화학분야의 세계적으로 권위 있

해 KINITI-IR의 홍보를 비롯해 가입 안내, 수록 DB 설

는 CA(Chemical Abstract) DB를 비롯해 190여 종의

명, 정보검색 방법 등 정보활용에 대해 상담하면서 연

과학기술 분야 DB를 망라해 보유하고 있다. KINITI는

구원을 널리 소개했다.

1994년부터 STN 국내 에이전트의 역할을 담당하면서
가입절차의 대행과 함께 STN 이용교육을 활발히 전개

2) 전산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확충

한 결과 이용자가 급증했다.
이 밖에 일본 JICST의 JOIS 및 일본 JAPIO의

전산설비 증설 및 네트워크의 확장

PATOLIS 등 다른 해외 데이터뱅크와 에이전트 계약을

정보서비스기관으로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

추진해 이용자 가입, Helpdesk 운영, 검색교육, 홍보,

공을 위한 전산설비의 증설과 네트워크의 확장도 지속

이용료 정산 등의 업무를 대행해 상호 간의 적극적인

적으로 추진된다. 전산시스템에 대한 이용자들의 불만

정보 이용을 도모했다.

요인을 해소함은 물론 갈수록 고도화되고 있는 정보유

한편 KINITI는 국제 DB 전시회에도 매년 참가해
KINITI-IR를 홍보함은 물론 국내외 정보 DB 활용의 중

통기술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전산설비 및
네트워크의 확장은 필수불가결한 과제였다.

요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는다. 1993년 9월에는 한국데

이런 환경에서 1994년 12월에 KINITI-IR 주전산기

이터베이스진흥센터가 주최한 제1회 서울 국제 DB 전

를 증설해 자축행사를 가졌다. 신규로 IBM 9121을 도

시회에 참가해 KINITI-IR을 비롯해 STN-International,

입해 기존의 IBM 3090과 공조체제를 구축함에 따라 전

TIMS 등을 출품했으며, CD-ROM 복사서비스와 간행물

산용량은 주전산기 96MB, 보조기억용량 120GB로 대

을 전시했다. 아울러 출품업체의 시스템 이용 설명회에

폭 확장되어 급증하는 온라인 정보검색 수요에 대응할

참가해 KINITI-IR, STN, TIMS의 현황과 이용방법을 널

수 있게 되었다.

리 알렸다. 4일간 한국종합전시장에서 개최된 이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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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및 IBM 3090-150E 모델의 전산기기를 운영했으며,

입과 Inno-NET DB 서버 도입·설치, 국가 주요 전자도

KINITI-IR은 법정 공휴일과 KINITI 공식 휴무일을 제외

서관 연계사업, 신규 인터넷 도메인(www. innonet.

하고 상시 서비스체제를 유지했다.

re.kr, www. innonet. net)을 확보하는 등 정보 인프라

그리고 전산설비 증설 및 네트워크 확장의 경우,

를 착실히 구축해 나갔다.

1992년에 게이트웨이(Gateway) 방식에 의한 네트워크
를 구축했다. KINITI는 상공부의 주 컴퓨터(Tolerent)에

주요 응용 소프트웨어의 구축 확대

연결된 단말기를 통해 KINITI-IR을 이용할 수 있도록

KINITI 시절에 들어서면서 정보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하기 위해 1992년 7월에 KINITI의 호스트 컴퓨터와 상

위한 응용 소프트웨어의 도입도 매우 활발했다. STAIRS

공부의 Tolerent 시스템을 연결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Storage and Information Retrieval System)은 IBM 메인

또한 1992년 7월에는 국제특허연수원 교육장의 RS-6000

프레임에서 작동되는 대표적인 정보검색시스템으로 전

시스템과도 연결해 KINITI-IR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세계적으로 사용되었다. KORSTIC 시절인 1978년부터

1996년 8월에는 원내에 LAN 환경을 구축하고 인

STAIRS/DOS/VS를 사용해오다 1986년에 STAIRS/DOS/VS

터넷을 통한 정보 활용과 서비스를 위해 연구원 홈페이

R4.1로 교체한 이후, 1990년대 초에는 STAIRS R5.0을 사

지를 오픈했다. 이와 함께 그룹웨어를 이용한 전자 메

용했다. KINITI는 이 시스템을 이용해 해외에서 도입한

일, 전자게시판, 자료 문서관리 등의 시스템을 개발해

대용량의 영문 DB를 서비스했다. 이와 함께 1986년에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시했다.

STAIRS를 한글검색이 가능하도록 자체 개발한 KIROS

KINITI 정보화의 새로운 장을 연 LAN과 인터넷 홈

(Korean Information Retrieval for Online System) 검색시스

페이지 구축은 이용회원과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사이

템으로 우리말 DB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어 1991년에

버 공간을 통해 연구원을 홍보하고 기능을 안내하는 데

STAIRS R5.0으로 대체되면서 KIROS 시스템도 동시에 대

에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체하여 완벽한 한글처리가 가능해지도록 했다.

한편 1998년에 지역정보화사업의 일환으로 통합

1995년에는 기존 KINITI-IR 정보검색시스템인

DB 서버를 도입, 설치했다. 또한 사무자동화 설비의 도

STAIRS의 공급이 중단됨에 따라 STAIRS와 KIRO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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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한 시스템으로 미국의 DATAWARE Technologies

를 제작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의 입력, 교정, 삭제 및

사가 제공한 BRS/SEARCH(Bibliographic Retrieval

출력기능을 수행하는 데이터 생성관리 시스템인

System) 정보검색시스템을 도입했다. BRS는 STAIRS를

DMMS(Date Manufacturing & Management System)

변경해 제작된 소프트웨어여서 명령어 체계가 STAIRS

등의 소프트웨어를 구축, 운영했다.

와 유사하고 유용한 기능이 추가되었다.
KINITI는 BRS/SEARCH R6.1 도입을 계기로

3) 산업기술 지역정보화사업의 활발한 전개

1994년 7월부터 1995년 2월까지 9명으로 구성된‘BRS
정보검색시스템 구축반’을 운영해 한글화 작업을 비롯

전국 10개 지역으로 확대된 지역정보화 사업

해 약 2,200만 건의 DB를 BRS에 적용되도록 전환하고

지방화와 정보화는 1990년대 들어 국가 차원의 주요 화

관련 서비스체제를 구축했다.

두로 부각된다.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KISS(KINITI Information Service System)는

열기가 고조되면서 지방자치가 주요 현안으로 떠올랐

대외 정보서비스 기능향상과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

으며, 컴퓨터의 보급 확대로 정보화 시대가 활짝 열리

해 1988년에 개발, 운영되었다. 당시에는 우편을 이용

고 있었다. 이런 환경을 맞아 KINITI는 중앙과 지방 간

해 정보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아 실제로 이용자가 필요

의 정보격차를 해소함으로써 지방산업의 경쟁력을 제

로 하는 정보를 입수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었고,

고하기 위해 상공자원부와 함께 산업기술 지역정보화

신청한 정보의 처리결과를 파악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사업을 활발히 추진한다.2)

많았다. KISS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서, 정보신청 및 접수, 현황조회, 회계처리
및 각종 리스트 출력의 기능을 제공했다.

2) 1994년 11월 상공자원부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해 산업기술정보의
지방유통 활성화를 통해 중앙과 지방 간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산업의
경쟁력 제고기반 조성을 위해‘산업기술 지역정보화 사업’
을 추진한다. 이 사

이 밖에도 회원관리 업무와 정보서비스 이용관리
업무 기능을 갖춘 회원관리시스템인 KMMS(KINITI
Membership Management System)와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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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정보화와 지역경제 발전 세미나 개최

지역정보화 사업의 주요 내용은 △지역정보화 정책협

재 기업 등 정보수요자가 정보 부족으로 인한 애로를

의회의 구성, △지역 내 각종 산업기술정보를 수집 ·

해결하고, 산업기술정보의 활용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

DB화해 지자체·산업체·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는 기

선해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기반을 마련했다.

반 조성, △지역 내 제조업체 DB·상품정보 DB·전문

당시 추진된 주요 내용은 △중소기업 및 주민의

기술인력 DB 등 다양한 데이터베이스의 개발 등이었다.

정보 마인드 형성 위한 정보이용설명회(6개 지역 419

이를 위해 KINITI는 1992년에 정보이용자의 저변

명), △지역 정보센터 내에 정보전문가 양성을 위한 정

확대와 정보이용 촉진을 위해 정보보급실·정보교육

보교육장 설치, △KINITI-IR 담당 공무원 및 기업체 임

실·9개 지역정보센터를 총괄하는 정보마케팅본부를

직원 대상 정보활용교육 실시(1회 3일간, 총 10회, 200

신설했다. 그리고 광주·전남지역정보센터에서 광주

명), △가까운 행정기관에서 필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시 및 전남도청의 지원을 받아 중소기업인을 대상으로

있는 환경조성 및 네트워크 구축(75개 처 KINITI-IR의 설

온라인 정보검색 교육을 실시했다.

치), △도내 생산제품 및 기업지원기관 등의 정보 수집

지역정보화 사업은 1994년에 충북도청과 공동으

을 통한 지역 고유 DB 개발 및 운용 등 매우 다양했다.

로 최초 추진되어 1995년에 첫 결실을 맺는다.3) 충북지

지역정보화 사업은 1995년부터 전국 지자체를 대

역은 1995년 9월부터 정보제공 사업을 개시해 지역 내

상으로 대폭 확대된다. KINITI는 1단계 사업으로 대구

기업, 연구시설, 전문인력 등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

·광주·전북 등 3개 지역에 대해 자치단체의 지원 아

로 활용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했다. 이에 따라 지역 소

래 주관기관인 국립공업기술원과 위탁사업 계약을 체
결하고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따라 해당

3) 충청북도는 지자체 실시에 앞서 1993년에 신지역경제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한 중소기업 활동지원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산업기술 정보 부족이 자료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산업 및 기술에 관한 정보를 수
집해 기업체/상품 정보, 전문인력 정보, 시험기기/연구

난, 인력난, 판매난에 이어 제4의 애로요인으로 분석(32.3%)되었다. 또한 지
자체가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기술지원사업으로 산업기술정보제공
(42.3%)이 높게 나타났다. 이에 충북도는 중소기업 기술지원의 최우선 과제
로 산업기술 정보유통망 구축 사업을 선정하고 자자체 중에서 최초로 KINITI
와 지역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장비 보유정보 등 3개 분야의 지역 고유 DB를 제작, 구
축해 지역산업체 및 일반인에게 유통시켰다. 그리고 지
역정보유통체제를 구축해 지역 자체의 DB제작 및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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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정보센터 개소(1996)

라인 검색서비스를 위한 전산장비를 설치했으며, 지역

권역별 지역정보센터의 운영

정보센터와 지역 내 유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KIET 시절에 지방 소재 중소기업들의 기술개발활동을

KINITI-IR을 연결하는 서비스체제를 구축했다.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었던 지원(支院)은 KINITI의 출범

1996년에는 2단계 사업으로 전남·경남 지역이 시

을 기해 지역정보센터로 명칭을 변경한 가운데 역할이

범지역으로 선정되어 지역정보화 사업은 더욱 확대된

더욱 강화된다.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정보화 사업을 활

다. 이어 1997년에는 지역산업 기술정보화 사업 참여지

발히 추진함은 물론 유망 중소기업의 발굴 및 지원, 기

역이 7개 지역(부산, 울산, 충남, 인천, 대구, 전북, 광주)

술 상담 및 지원, 온라인 전산정보망을 통한 정보서비

으로 늘어났으며, 1998년부터 사업참여 지역이 10개 지

스 제공 등에 이르기까지 본원을 대표해 지역 고객을

역(충북, 부산, 울산, 충남, 인천, 대구, 전남, 광주, 전북,

위한 서비스를 대폭 확대해 나간다.
지역정보센터는 KINITI 시절 들어 더욱 확대되었

경남)으로 확대되었다.

다. 1992년 4월에 경기도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정보공
급을 강화하기 위해 경기도청으로부터 예산과 인력을,
경기지방공업기술원으로부터 장소를 각각 지원받아
경기지역정보센터를 개설했다.
<표3-11> 지역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현황(1998년)
구분

이어 1996년 10월에는 12번째로 울산지역정보센
(단위:건)

충북 대구 광주 전북 경남 전남 부산 인천 울산 충남

계

터를 개소하고 지역 소재 기업, 연구소 및 학계를 대상

제조
2,010 7,900 2,497 2,006 9,349 3,062 5,646 5,254 1,300 2,107 41,131
기
업체
업
체 유통
462
462
상 업체
품
이미지 - (1,000) (548)
(73) (4,050) (500) (1,579) (500) (3,714)(11,964)

으로 정보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수행했다. 울산은 국내

전문인력

지역정보센터를 통해 산업기술 정보를 입수해온 탓에

시험연구
장

비

합계
※(

843 1,002

1,631

654

779

3,096 2,136 4,470 1,446 1,462 2,065 1,533 2,419 522 2,124 21,273

공업지역인데 반해 지역정보센터가 없어 그동안 부산

불편함이 많았다. 이런 이유로 1993년부터 울산상공회

5,949 11,038 8,598 4,106 11,590 5,730 8,695 10,034 1,995 5,395 73,130

)안의 숫자는 상품이미지가 포함된 건수임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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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무산되었고, 1994년에는 KINITI가 연락사무소 개설

나머지 지역정보센터는 수도권, 중부권, 호남권, 영남

을 검토했으나 장소 확보의 어려움 때문에 역시 무산되

권 등 4개의 정보개발처 단위로 축소 조정되었다. 1999

었다. 이런 과정을 거쳐 1996년에 울산시와 울산상공회

년 기준 KINITI는 4개의 정보개발처 단위에 총 11곳의

의소가 예산과 공간을 확보하고 KINITI가 KINITI-IR을

지역정보센터를 운영했다.

비롯해 온라인 정보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비로

4) 종합 기업서비스 전산망(Inno-NET) 구축

소 개소하게 되었다.
지역정보센터는 1997년까지 총 12곳이 운영되었

KINITI는 1997년 8월 국내 기업의 기술 혁신과 벤처기

다. 그런데 1998년부터 IMF체제로 접어들면서 기능이

업 및 중소기업의 육성을 지원하는 종합기업서비스전

조정 및 축소되어 서울지역정보센터가 폐지되었으며,

산망인 Inno-NET의 시범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기업지
원 포털서비스 제공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는

<표3-12> 권역별 지역정보센터(1999년 기준)
구분
경기 지역정보센터
수도권 정보개발처

인천 지역정보센터
강원 지역정보센터

중부권 정보개발처

대전·충남 지역정보센터
충북 지역정보센터

호남권 정보개발처

광주·전남 지역정보센터
전북 지역정보센터
대구·경북 지역정보센터

영남권 정보개발처

부산 지역정보센터
경남 지역정보센터
울산 지역정보센터

다. 이 사업은 그해 4월 범국가적인 차원에서 추진된 경
주소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구운동 111-7
(경기지역중소기업청 내 2층)

제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통상산업부에서 기획하고
KINITI가 시스템을 개발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동 447
(인천상공회의소 6층)

1년간 시범 운영을 거친 Inno-NET은 1998년부터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1가 9번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장동 23-14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충북 청주시 흥덕구 송정동 140-57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 621-15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내)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금암동 669-2

2001년까지 4년 동안 총 100억원을 투입해 단계별로 사
업을 확장해 나갔다. 주요 사업내용은 △기업활동 분야
별로 자연어로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정보검색기능,
△기업 애로 및 민원 사항에 대해 150여 개 기업지원기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3동 107
(대구상공회의소 6층)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53-1
(부산상공회의소 5층)
경남 창원시 용호동 7-4
(경남무역회관 내)
울산광역시 중구 다운동 552-2

관 민원담당자와의 상담 및 처리, △벤처기업 창업 및
산업재산권 정보를 이용자 중심의 메뉴로 정리·제공
해주는 벤처창업·특허정보 나침반, △분야별 관련 사
이트를 분류해 이용자가 편리하게 접근·활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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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Business Web Directory, △지자체의 기업지원 정보,

1999년 기준, Inno-NET은 기업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분야별 법령 정보, △기업지원 전문 데이터베이스(신

및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150여 개 기업지원기관

기술사업화 DB·외국인 공장설비 안내 DB·중소기업

과 연계하여 인터넷을 통해 각종 정보서비스를 제공했

체 상품 DB·유휴기계설비 DB·대한투자유망기업

다. 창업·자금·입지·인력·기술·판로 등 13개 분

DB 등) 제공 서비스 등이었다.

야로 분류해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

이런 과정을 거쳐 Inno-NET은 지식 기반의 심층적

공했으며, 정부와 기업지원기관은 기업의 애로요인을

인 정보를 제공함은 물론 기업들이 겪는 애로사항에 대

적극 발굴하고 민원 사항을 해당기관에 직접 연계해 신

해 양방향 민원처리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지원

속한 해결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처럼 고객지향형

포털서비스로서 자리매김을 해나간다.

One-stop 서비스체제를 갖춤에 따라 Inno-NET은 중소
및 벤처산업의 활성화와 사업화를 촉진시키고, 향후 정

Inno-NET의 구축 개요

부 및 공공기관의 고객 민원해소시스템을 개발하는 모
델시스템으로 확산되었다.

5. 기술개발 촉진 위한 정보지원활동의 확대
1) 정보이용회원의 증가와 신속·정확한 정보서비스
의 제공

정보이용회원 1만 시대 돌입

정보이용회원 제도는 효율적인 정보 보급을 위해
KORSTIC 시절부터 운영해왔으며, 이용회원은 연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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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내외로 꾸준한 증가세를 기록한다. KINITI로 새출

기반이 되는 정보이용회원의 대폭적인 확대와 아울러

범한 1991년에는 정보이용회원이 총 7,703개 처였으나,

이에 상응하는 정보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다양화를 통

이후 지속적으로 늘어나 1994년 8월 마침내 1만 개 처

해 정보 요구를 충실히 만족시킬 수 있는 회원 중심의

를 돌파한다.

정보제공체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기념해 KINITI는 1만 번째 회원사(동성화학

회원 수 증가와 함께 정보이용 수준 또한 1990년

공업, 대표:오원석)에게 기념품을 증정하는 기념행사를

대 중반 들어 갈수록 심층화 및 전문화되는 경향을 보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홍식 원장은“우리 기관의 존립

였다. 정보이용회원의 구성을 보면, 기업회원이 5,613

정보이용회원 1만 개 처 돌파 기념식(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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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처로 전체의 56.1%를 차지했고, 정부·공공기관 및

정보이용회원은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해 1997년에는

연구소가 647개 처(6.5%), 대학 및 학교가 1,597개 처

12,933개 처, 1998년에는 14,319개 처로 각각 늘어났다.

(16.0%), 교수, 중소기업 대표 개인회원이 2,143개 처

그런데 1998년에 IMF 구제금융 상황에서 기업체의 퇴

(21.4%) 등의 순이었다.

출과 부도 및 인수 합병 등의 여파로 인해 기업체의 정

기업회원 중에서는 1990년대 후반으로 갈수록 중

보이용 건 수는 전년 대비 30% 가깝게 감소했다.

소기업 회원이 큰 폭으로 증가해 전체 회원의 절반을 차

한편 KINITI는 연구원의 인지도를 높이고 고객 중

지할 정도였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면 1995년 기준, 수

심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마다 서비스 이용

도권 지역이 전체의 55.2%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영남

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1998년의 경우,

권 21.5%, 호남권 12.4%, 중부권 10.9% 등의 순이었다.

회원 1천 개 처를 선정해 서비스별로 다양한 문항의 설
문을 실시해 지적사항을 적극 개선했다.

<표3-13> 정보이용회원 증가 추이

(단위:개 처)
10,001

정보이용회원
9,367
8,469
7,703

<표3-14> 집단별 정보이용회원 현황

6,981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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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1년

199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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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1994년 8월

(단위:개 처, %)

대기업 중소기업 연구소 대학·교수
1,002

5,329

295

2,006

기타

계

3,085

11,717

1996년

회원 수
구성비

8.6

45.5

2.5

17.1

26.3

100.0

1997년

회원 수

1,033

6,056

320

2,222

3,302

12,933

구성비

8.0

46.8

2.5

17.2

25.5

100.0

1998년

회원 수

1,015

7,096

311

2,435

3,462

14,319

구성비

7.1

49.5

2.2

17.0

24.2

100.0

증가율(98년/97년)

-1.7

17.2

-2.8

9.6

4.8

10.7

kisti 제3부-01(3차수정완료)

2012.1.27 4:35 PM 페이지261

TG 2540DPI 150LPI

이용자 만족 제고 위한 원문제공 서비스의 지속적인 개선

균일성을 기하고자 소장자료들은 모두 A4 용지 크기로

정보서비스별 정보이용은 원문서비스, 직접조사, 수탁

규격을 통일해 제공했다. 그리고 석·박사 학위논문 및

조사, 간행물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중에서 원문제공

국내 연구보고서 자료는 제본 서비스까지 병행해 실시

서비스가 전체의 80% 대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절대

했다. 또한 국내 최초로 CD-ROM에 수록된 전자잡지시

적이었다. 원문제공 서비스는 정보이용자로부터 원문

스템인 ADONIS를 도입해 기존에 해외기관에 의뢰했

에 대한 요청을 받는 즉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원문을

던 자료들을 원내에서 신속하게 제공했다.

복사해 전달하는 서비스로서, KINITI 소장 자료뿐만 아
니라 국내외 협력기관의 소장자료까지 제공했다.

원문제공 서비스는 이후에도 보다 신속하고도 편
리한 서비스를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된다. 1995년 7월

이 중에서 국내 타 기관자료는 국립중앙도서관,

부터 미국, 일본, 유럽 국가의 세계 특허를 대상으로 특

KIST, 경희대 등 23개 기관과 복사협력 제휴를 맺고 원

허원문 SDI 서비스를 개시해 관련 특허를 편리하게 입

문제공 서비스를 제공했다. 그리고 해외기관 소장자료

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정보서비스의 신속성 제

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기관으로부터 항공 특급우편

고를 위해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4개 권역으로 구분해

으로 자료를 입수해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1998년 기준

대량 이용자가 밀집된 지역에 셔틀 방법을 도입해 점진

해외 복사협력기관은 영국(BLDSC, BPO, DERWENT),

적으로 다른 지역으로 확대해 나갔다. 또한 국내 타 기

미국(UMI, NTIS, JCL, EBSCOdoc), 일본(JST, PDC,

관 자료에 대해 팩스 또는 온라인 신청 및 직접 수령체

NDL), 대만(STIC) 등이었다.

제를 운영해 1주일 이내에 받아볼 수 있도록 했다. 이

원문제공 서비스는 시간 단축이 관건인 만큼 이를

밖에도 각종 문헌속보 구독자의 복사 편의를 위해 9자

위해 KINITI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출범 2기를 맞

리수의 기사번호를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자동으로 서

이한 1994년에는 작업 Flow을 개선해 원내 소장자료는

지사항이 표시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했다.

4일, 비소장 국내 타 기관 의뢰자료는 10일, 비소장 해

원문제공 서비스는 1998년 5월에 대폭 개편되었

외 타 기관 의뢰자료는 15일 이내로, 그리고 불능 통보

다. 원문을 스캐닝한 후 인터넷을 통해 전송하는 서비

발송은 주 2회로 단축해 제공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의

스와 신청 시간으로부터 1시간 이내에 팩스로 제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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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자료실 업무편람>

는‘1시간 팩스 서비스’를 도입했다. 또한 서비스 편의

기관홍보교재<어떻게도와드릴까요?>

고, 기술하이라이트는 총 601편을 게재했다.

를 위해 원문복사 서비스와 정보자료를 전담하는 창구

「세계기술뉴스브리프」는 KIET 시절에 발간해오던

인‘Help Desk’를 운영했다. 이처럼 지속적으로 다양

「세계경제기술뉴스브리프」를 1991년에 KINITI로 독립

한 서비스 개선활동을 펼친 결과, 원문 제공서비스 시

되면서「세계기술뉴스브리프」로 개칭한 것으로서, 기

간이 크게 단축되어 이용자의 만족도 제고는 물론 정보

술개발정책과 신기술 뉴스를 정책 입안자나 경영자들

이용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 신속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농축 해설해 타블로이드
판으로 주 2회 발간해 호평을 받았다.

2) 기관의 얼굴로 자리잡은 주요 간행물

「정보관리연구」는 정보관리 전반에 걸친 이론과
기법의 연구를 통해 정보관리의 방법론을 제시하는 동

KINITI 시절에 발간된 간행물

시에 정보관리 담당자를 위한 실무지침을 제공하는 연

KINITI 시절에도 정보유통과 분석사업의 일환으로 각

속간행물로 자리잡았다. 1963년에「KORSTIC」으로 창

종 정보자료를 전파하기 위한 간행물 발간사업이 활발

간되었다가 1971년에「정보관리연구」
로 이름을 바꿔 복

했다. 이들 간행물 중에는 KORSTIC 시절부터 이어져

간된 이후 1985년(18권 4호)까지 발간해오다가 중단된

오면서 연구원을 대표하는 정보지로서 자리매김한 것

것을 1988년에 반년 간으로 복간해 500부씩 발행했다.

들도 있고, KINITI 시절에 새로 선보인 간행물도 여럿

이어 1992년부터 계간으로 확대 개편해 편집 내용이 더

있었다.

욱 다양해졌다. 1995년 기준「정보관리연구」
는 원저논

먼저「월간 신기술(月刊 新技術)」은 각 분야별 전

문 16편과 국내외 정보기관시리즈 8편이 수록되었다.

문가들이 최신정보를 심층 분석해 집필한 국내 유일의

「KOSAB(국내 과학문헌 영문초록지)」는 국내 과

종합기술정보지로서 기술동향, 각 분야별 기술하이라

학기술 분야의 연구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국제 정보교

이트, 신제품 소개 및 국내 도입기술 현황으로 구성되

류를 촉진하기 위해 격월간으로 발간되었다. 의학분야

어 연구원을 널리 알리는 매체로 자리잡았다. 1993년

를 제외한 과학기술 전 분야의 국내 학협회지 중에서

기준 기술동향기사는 18개 부문에서 48과제를 게재했

정보가치가 높은 기사를 선택, 저자의 영문초록을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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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해외 정보기관 등에 자료 교환용으로 활용되었

판을 발행한 이후 1978년까지 2년마다 증보판을 펴냈

다. 1992년부터는 KINITI-IR을 통해 국내 이용자들에게

으며, 1983년판을 낸 후 1989년부터 책자형 목록을 발

도 제공되었다. 1995년 기준, 격월간으로 27권 1~6호까

행하는 동시에 DB를 구축해 온라인 검색도 가능해졌

지 발간되었으며, 수록기사는 총 1,804건이었다. 그리

다. 1989년판 이후에는 1992년판과 1995년판이 발행되

고 편집방식을 개선해 그동안 수작업으로 입력해오던

었으며, 1995년판에는 253개 기관의 13,449종이 수록되

데이터를 1996년부터 스캐너로 입력한 후 문자인식과

었다.

정을 거쳐 컴퓨터로 편집했다.

활발한 정보유통을 위해 KINITI 시절에 새로 발간

「KOMAB(국내 의학문헌 영문초록지)」는 국내 의

된 간행물도 있었다.「연속간행물소장목록(連續刊行物

학분야의 연구 성과를 해외에 알리고 국제 정보교류를

所藏目錄)」은 연구원에서 소장하고 있는 연속간행물에

위해 발간되어 자료 교환용으로 배포되었다. 1995년 기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목록이었다. 이 간행물은 1988년

준, 25권 1~4호까지 발간되었으며, 수록기사는 총 805

KIET 시절에 첫 발간한 이래 중단되었다가 1993년에

건이었다.

복간되어 500부씩 발간되었다. 그리고 연구보고서를

「해외산업기술정보(海外産業技術情報)」는 해외

비롯한 전문도서의 입수가 증가함에 따라 신착자료를

공관으로부터 수집한 회색문헌정보들을 선별해 과학

널리 주지시키기 위해 1992년부터 월간으로「신착자료

기술, 산업무역, 상품기업정보 등을 수록했다. 월간으

속보(新着資料速報)」를 발간했다.

로 발간되어 국내 기업체에 배포되었으며, 연간 수록
건수는 2,000~2,500건이었다.

또한 1995년 2월에「정보자료실업무편람(情報資
料室業務便覽), 1995」을 발행했다. 정보자료실은 1962

「외국학술잡지종합목록:과학기술편」(Union

년 KORSTIC 설립 이래‘자료부’를 모체로 발전해왔지

Catalogue of Foreign Journals:Science & Technology)은

만 오랜 역사에도 불구하고 표준화된 업무지침 매뉴얼

KINITI 및 국내 각 기관들이 소장하고 있는 외국 연속

을 갖추지 못하고 있었다. 이 편람은 정보자료실의 업

간행물의 현황을 파악해 자료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

무를 표준화된 지침으로 마련해 업무의 일괄성과 효율

도록 작성한 국가 차원의 종합목록이었다. 1968년에 초

성을 도모하기 위해 발간되었으며, 정보자료실의 일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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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ITI뉴스> 창간호(1993)

현황, 수집활동, 관리전산화, 제반 서비스, 간행물 발간

「KINITI 뉴스」를 창간한다.

등을 각종 양식과 함께 사례중심으로 상세히 소개했다.

이 뉴스지는 원내 소식은 물론 정보이용자들을 위

1996년에는 정보산업 관련 기관이나 기업체에 설

한 애로상담, 개선을 위한 제안, 회원동정, 정보활용 사

문조사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DB로 제

례 등을 소개해 회원사, 정부기관, 통상산업부 산하기

작한「데이터베이스 총람(1996)」을 발간했다. 또한

관 및 협회 등 경제단체에 배포해 커뮤니케이션을 활성

1997년에는 온라인 정보검색 이용자들의 DB선정 및

화하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지역정보센터의 지역정보

검색기술 향상을 위해「알기 쉬운 온라인 정보검색 실

화 사업과 산기회 소식 등 주요 사업 및 행사를 게재하

무」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밖에도 1999년부터 한국의

고, 회원사의 신기술·신상품 개발 소식까지 폭넓게 다

공개 및 등록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품에 관한 정보를

루어 회원사들의 기업이미지를 제고해 구독층으로부

CD-ROM에 수록한「한국산업재산권 속보 CD」를 창간,

터 폭넓은 호응을 얻었다.

1만 부를 제작해 정보이용 회원들에게 무료로 배포
했다.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편집 내용이 더욱 다양해
졌다. 테크노마트의 출품기사 등 기획기사와 신간 정보
자료 안내를 게재하고, 일본특허 및 국내특허 DB의 용

「KINITI 뉴스」
의 창간

어해설 기사를 수록해 정보서비스 소개를 강화했다. 이

KINITI는 출범 이래 산업기술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런 활동들에 힘입어「KINITI 뉴스」는 회원 기업사로부

하고, 분석·가공·축적해 정보이용자에게 신속히 보

터 광고게재 요청이 많아져 회원 기업들을 널리 알리는

급하면서 국가 산업기술정보 유통의 중추적인 기관으

광고지의 기능까지 수행했다.

로 자리매김해 나간다. 출범 3년 만인 1993년 후반에는
정보이용회원 1만 시대를 내다볼 정도로 빠르게 위상

3) 정보전문가 양성에 공헌한 정보이용교육

을 정립한다. 이런 환경에서 KINITI는 1993년 11월 기
업 및 연구소 정보이용회원을 대상으로 각종 정보서비

이용자 요구에 부응한 정보이용교육 과정의 운영

스에 대한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종합소식지인

KINITI는 국내외 데이터뱅크로부터 기술 개발 및 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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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역 산업기술정보 이용 교육(1997)

품 개발 등의 정보를 직접 검색·수집·관리·분석할

력을 제고하는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으로, 연 2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정보이용교육을 활

회에 걸쳐 5일간 실시했다.

발하게 펼쳤다. 정보이용교육은 KORSTIC 시절부터 면

정보검색사 양성과정은 1998년 11월 노동부의 지

면히 이어오면서 정보전문가 양성에 많은 공헌을 했다.

원을 받아 실직자들의 재취업을 돕기 위해 무료교육으

KINITI 시절 들어 정보이용교육은 기초과정에서부터

로 개설되었다. 이 과정은 정보검색의 이론과 실제를

전문과정에 이르기까지 더욱 다양하게 개설, 운영되었

다루는 정보검색 전문가 양성과정으로서, 교육기간은

다. 1998년 기준, 주요 교육과정은 다음과 같다.

40일간 총 160시간으로 편성되어 본원 교육과정 중에

정보검색 기본과정은 자체 온라인망인 KINITI-IR

서 최장기 과정이었다. 이와 함께 1998년부터 정보검색

을 통해 개별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검색하고 원문을

의 이론과 실기에 대한 전반적인 능력을 평가하는 정보

입수하는 등 일련의 정보활동을 다루는 과정으로,

검색능력 인정시험을 실시했다. 시험과목은 정보검색

KINITI-IR 연결 및 운영방법 등에 대해 매월 1회 본원의

이론, 인터넷이론, 시사영어, KINITI-IR 실기, 인터넷검

교육장에서 실시되었다.

색실기 등 총 4과목이었으며, 시험결과 총 17명이 정보

특허정보 검색과정은 WTO체제 하에서 국내 기업
들의 생존을 위한 산업재산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운
<표3-15> 정보이용교육 현황(1998년 기준)

영되었다. 이 과정은 국내외 특허 관련 DB 및 데이터뱅

과정명

교육 회수

교육 인원

과정별 구성비

10

93

7.1
3.8

크의 소개와 실습을 주요 내용으로 하여 1년에 3회 개

정보검색 기본
특허정보 전문검색

3

50

설되었다.

디지털도서관 구축

1

15

1.2

연구정보 검색교육

2

45

3.5
0.5

정보관리와 DB 구축과정은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
와 DB 제작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되었으며, 1998년에
는 디지털도서관 구축과정 워크숍을 실시했다.
라이센싱 전문가 양성과정은 급변하는 국제기술
환경을 맞아 국제간 기술이전 및 도입에 관한 국제협상

인터넷 기본

2

7

인터넷 정보검색

9

60

4.6

라이센싱 전문가 양성

2

20

1.5

정보검색사 과정

1

31

2.4

시도 재정지원

9

764

58.5

센터 자체 교육

1

5

0.4

STN교육

9

215

16.5

49

1,305

100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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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정보관리
향상에 크게 기
여한 TIMS 활용
지침서(1994)

검색사자격증을 획득했다.

하고 있는 전문가들에게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었다. 특

디지털도서관 구축과정은 당시 정보관리분야의

히 1998년에는 정보교육사업을 특화사업으로 지정한

최대 관심사로 부각된 디지털도서관의 기본개념과 요

가운데 이를 중점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정부가 추진하

소기술들을 소개하는 워크숍 과정으로 1998년에 개설

고 있는 정보전문가 인력 양성에 이바지하면서 정보교

되었다. 이 과정은 디지털정보의 체계적인 수집 및 제

육 프로그램의 모델을 제시했다.

공에 대한 이론과 실제를 습득하도록 함으로써 현장에
접목시키는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었다.

4) 중소기업에 인기리에 판매된
사내 정보관리시스템 TIMS

STN 교육은 세계 최고의 화학분야 DB 제작기관인
미국의 CAS와 독일의 FIZ-Karsluhe, 일본의 JICST가 공

한국형 정보관리시스템의 개발

동으로 구축한 과학기술 정보서비스 네트워크인 STN-

KINITI는 1992년에 기업체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정보

International의 신규 이용자를 위해 개설되었으며, 미국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내 정보관리시스

CAS에서 발행한 교재를 사용해 매년 4~5차례의 교육을

템인 TIMS(Total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를 자

실시했다.

체적으로 개발, 보급해 기업들의 정보관리 향상에 획기

KINITI는 최적의 정보이용교육을 위해 교육과정

적인 기여를 한다. TIMS의 개발은 기술정보 관리에 대

마다 교재를 발간했다. KINITI-IR 정보검색, 라이센싱

한 인식이 부족했던 시절, 한국형 정보관리 시스템을

전문가 양성, 특허정보검색, 인터넷정보검색 등의 교재

개발 보급해 정보관리를 대중화하겠다는 소명의식에

를 발간해 교육에 활용한 데 이어 1998년에 신규 교육

서 비롯되었다.

과정이 개설되면서 정보검색 이론과 실제, 디지털도서

1990년 초만 해도 중소기업들은 컴퓨터를 이용해

관 구축 등의 교재를 추가로 발간했다. 이러한 교육교

기술정보를 관리한다는 인식이 매우 부족했고, 정보관

재들은 오랜 기간 수행한 정보활동의 노하우가 담겨 있

리와 관련한 소프트웨어 역시 가격이 너무 비쌌다.

어 교육 참가자는 물론 정보수집·관리·분석을 담당

KINITI는 이런 환경을 고려해 중소기업들이 처한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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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해결해주기 위해 TIMS의 자체 개발에 착수했다. 당

기도 했다. 그리고 ’
95 서울 국제 DB SHOW에 참가해

시 유네스코 본부는 각국의 정보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TIMS를 홍보하는 한편 기업체 방문 및 내방자를 대상

CDS/ISIS(Computerized Documentation System/Integrated

으로 시연 및 설명회를 수시로 개최하면서 보급 확대에

System of Information System)를 보급하고 있었는데,

주력했다.

KINITI는 그 임무를 맡은 국내 공식 보급기관이었다.

1995년에는 PC의 운용이 윈도 환경으로 급격히 변

KINITI는 국내 실정에 맞는 정보관리 시스템을 개

화하자 1996년 초에 연구원 2명을 다시 프랑스 파리에

발하기로 하고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의 도움을 받아

파견해 윈도 버전인 TIMS/Win을 개발, 보급했다.

1992년 5월 약 2개월여 걸쳐 2명의 연구원을 프랑스 파

KINITI는 TIMS의 소프트웨어인 CDS/ISIS 한글버전에

리 본부에 파견해 영문버전 3.0을 기반으로 한글 버전

추가 기능을 지속적으로 개발했는데, 특히 DB의 통합

을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한글 MS-DOS 환경 아래 한

검색과 리스트 화면출력 기능 개선 등에서 많은 진전을

글의 입력 및 수정, 영문과 한글의 혼용 편집, 불용어 제

이루었다.

거와 조사 절단 기능 등이 추가되어 완벽한 기능을 보
유했다.

그리고 당시 시스템 보급에서 규모의 대형화가 이
루어지자 TIMS-net를 구축했다. LG전자에 이어 삼성중

1993년에는 국내 기업 및 연구소 등을 대상으로

공업 중앙연구소, 대림산업 대덕연구소 등이 이 시스

TIMS의 보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기능 확장을

템을 전사적으로 이용했다. 이어 기업체 내의 LAN 구

위해 민간 정보시스템 업체와 업무협력을 강화했다.

축과 데이터의 이미지화 계획이 증가하자 기존 시스템

TIMS는 일반 PC 자체의 저장구조와 검색 엔진을 갖고

을 확장하는 기관들도 다수 생겼다. 무엇보다 정보시

있어 다른 정보관리 시스템보다 규모가 작으면서도 월

스템의 다운사이징 추세에 맞추어 쌍용양회공업 중앙

등한 검색성능을 발휘했기 때문에 몇몇 대기업으로부

연구소가 IBM 호스트 컴퓨터에서 사용하던 다른 정보

터 기술제휴를 제의받기도 했다. 이에 1995년 5월 (주)

검색시스템을 TIMS-net으로 변경했다. 이 즈음, 대우정

대우정보시스템의 문서관리시스템인 DocuBase와 연

보시스템(주)에서 보급하는 그룹웨어인 Infoman에 연

계해 저가 보급형으로 TIMS-DocuBase를 개발 보급하

계된 TIMS 검색시스템을 개발해 내외통신사에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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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축하는 등 TIMS는 국내의 다양한 업체 및 기관에

도입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관리 업무활성화와 기술전

서 활용되었다.

수를 위한 TIMS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KINITI는 TIMS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업체 방문

이 밖에도 KINITI는 1998년에 TIMS를 활용해 CD

을 통한 설명회와 내방자 대상 상담을 적극 실시하는

검색용 프로그램을 개발해 문헌속보 CD 이외에 5종의

한편 서울 국제 데이터베이스 쇼에 매년 참가해 홍보했

CD를 약 1,400여 기관에 배포해 기업의 정보관리 향상

다. 이와 함께 1996년부터 기본과정과 중급과정으로 구

에 기여했다. 1998년 기준, TIMS를 구축해 정보관리업

분해 5일 일정으로 TIMS 교육을 실시하는 등 TIMS의

무에 활용한 곳은 총 126개 처에 달해 대중적인 시스템

확산을 위해 주력했다.

으로 자리잡았다.
이후 2000년에 TIMS는 인터넷 환경에서 활용할 수

통합정보관리시스템(TIMS-plus)의 개발 및 보급

있는 웹버전 TIMS/Web으로 개발, 보급되어 중소기업

TIMS는 1998년 10월 기능을 확장해 서지정보와 원문정

으로부터 지속적인 호응을 얻는다. TIMS의 보급은 당

보를 동시에 통합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정보관리시스템

시 중소기업에겐 단순한 시스템 도입 이상의 의미가 있

(TIMS-plus)으로 한층 업그레이드된다. 이로써 한 차원

었다. TIMS는 기술정보 관리방법을 비롯해 국내외 기

높은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해진다. 서지정보관리

술정보 관련 정보에 대한 관리 및 활용, 그리고 사후관

기능에 원문이미지의 통합 구축·연계 기능을 갖춘 정

리까지 지원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겐 정보관리를 위

보관리시스템인 TIMS-plus는 이미지 스캔 및 열람 기능

한 종합컨설팅시스템인 셈이었다. 이런 이유로 특히 중

까지 갖추었으며, 1998년에 금호타이어 기술연구소, 수

소기업 정보관리 담당자들로부터 TIMS에 대한 뜨거운

도기술연구소, 한국조폐공사 등에 신규로 TIMS-plus를

찬사와 감사가 이어졌다.

구축했다.
KINITI는 사내 DB의 생산 및 정보시스템 운영 전
반에 관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지원했으며, 특정 관심분
야의 국내외 정보를 DB로 구축, 제공했다. 또한 T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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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술정보협의회는 지역과 산업을 넘어 경영 관련 정보를 교류하는 단체로
발전해갔다.

5)유망중소기업지원활동과산업기술정보협의회의운영

정보교류의 장인 산업기술정보협의회의 운영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지원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회
유망 중소기업 지원활동의 지속적인 전개

원사 간에 기술·시장·경영정보를 교류하고, 정부에

KIET 시절인 1983년부터 유망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대한 정책건의 및 시책을 소개하는 동시에 회원 상호

발굴과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이 사업은 성장 가능성

간의 친목도모를 위해 1986년부터 지역별로 산업기술

이 높은 유망 중소기업을 발굴해 국제 경쟁력을 조기에 확

정보협의회가 조직·운영되어왔다. 산기회의 활동은

보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정부 시책에 부응해 전개되었다.

KINITI 시절 들어 질과 양 모든 면에서 많은 발전을 거

주요 지원 내용은 기술 및 특허정보의 조사 제공을

듭한다.

비롯해 국내외 산업정보의 분석 제공, 해외 시장정보의

1993년에 인천지역 산업기술정보협의회가 새로

조사 및 번역 제공, 현장 방문을 통한 애로·취약 기술

발족되었으며, 지역 산기회 임원들로 구성된 전국 산기

의 상담 및 자문 활동 등이었다. 이 밖에도 KINITI는 업

회도 운영되었다. 지역 산기회는 1994년 기준 총 77회

무협력 기관과 연계해 해외 기술자 알선, 합작투자 및

가 개최되어 산업·기술 정보교류에 대한 기업체들의

기술도입 알선,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의 연계지원 등을

관심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었다. 특히 1994년에는 수

수행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데 많은 기여

도권 산기회 및 영·호남 산업기술정보교류회도 결성

를 했다. KINITI는 해마다 다수의 기업을 선정, 지원하

되어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어 1995년에는 영·호남

는 한편 졸업제도를 도입, 운영했으며, 전국의 기업현장

산업기술정보교류회가 부산·경남·전북지역 산기회

을 순회하면서 기술전도사 같은 역할을 수행했다.

로 교류 범위를 확대했으며, 수도권역의 산기회가 활성
화되는 등 권역별 산기회의 활동이 매우 활발했다.
1995년 기준, 산기회는 11개 지역정보센터별로

<표3-16> 유망 중소기업 지원 현황(1996년 기준)

10~30여 기업들로 구성되어 지역 산기회별로 1년에

업체수
졸업
35개사

지원
34개사

현장 방문

정보 제공

자금 지원

기타 지원

34개사

10개사

1개사

9개사

446회

275건

1억원

13건

6~12회의 모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는 기업경영 성
공사례를 비롯해 애로사항 타개를 위한 현장의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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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들이 활발히 교환되었다. 나아가 생산현장의 방문
및 견학 등을 통한 회원사 간의 기술협력과 정보 교류
도 왕성하게 이루어졌다.

남양노비텍(주)은 1975년 설립된 이래 고성능/다기능성 특수 정밀 고무 제품

산기회는 1991년에 대전을 시작으로 1992년 강원,
1993년 전북, 1994년 충북에 이어 1995년에 부산에서

을 주력으로 개발, 생산하면서 생활가전을 비롯한 전 산업분야에 사용되는 특
수 고무를 공급해오고 있다. 특히 1990년대부터‘쾌적하고 조용한 환경 창조에
기여’
한다는 모토 아래 소음·진동 제어 소재와 다기능성 복합체까지 생산하
여 전기·전자·자동차·항공·건설·조선·산업용 장비 및 기계 등 전 산업

전국 산기회를 개최해 정보교류와 친목을 도모하는 자
리가 되었으며, 매년 전국 최고경영자 세미나도 개최되
어 지역과 산업을 넘어 경영활동에 대한 살아 있는 정

분야에 공급하면서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으로 발전해오고 있다. 우리 회사가
이처럼 발전하는 데에는 KISTI로부터 기술 문헌 정보와 특허 자료 지원 등 수
많은 도움을 받았기에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중소기업의 가장 큰 애로는 관
련 분야의 기술자료가 없다는 점이다. 그래서 나는 1990년대 초반에 회사의
발전에 꼭 필요한 기술 문헌자료를 구하느라 길을 찾고 있던 중에 KISTI(당시

보를 교류하는 단체로 발전을 거듭했다.

KINITI)를 알게 되었다. 나는 KINITI로부터 필요로 하는 산업기술정보와 특허
정보를 제공받아 신기술 및 신제품 개발에 적극 활용할 수 있었다. 중소기업
은 제품개발은 물론 경쟁력 및 시장성 확보를 위해 일인다역을 수행해야 하
는데, KISTI로부터 제공받는 고품질의 과학기술정보 서비스는 큰 도움이 되
었다. KISTI의 연구원들은 열성적으로 특허 원문 서비스 및 기술동향 서비스

<표3-17> 산업기술정보협의회 회원 및 개최 현황(1998년 기준)
(단위:개 사, 회)

등을 적기에 제공해 주었는데, 유용한 특허정보와 기술정보를 대할 때마다
마치 든든한 후견인을 둔 기분이었다. 나는 모든 중소기업들이 KISTI로부터
원하는 기술정보를 제공받도록 하는 일에 앞장서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경남
울산

36(617)
1(11)

12(240)

2(16)
4(35)
3(18)
1(7)

경기
인천
강원
대전
충북
광주
전북
대구
부산
경남
울산

168

1990년대 초·중반부터 10년 가깝게 전국산업기술정보협의회 회장을 맡아
21

일하면서 KISTI와 중소기업들이 유대를 강화하고 정보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

11
4

하도록 하는 데 도움을 제공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정보력의 활용에 달

21
9
12

25

기술정보와 특허정보를 제공받아 기술발전을 이루고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

부 예산을 더 많이 지원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중소기업인으로서 산업
하는 데 KISTI로부터 받은 도움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제조업을

40

하려면 반드시 KISTI를 찾아가라, 유대 할수록 이득이다.”예나 지금이나 나
는 이처럼 KISTI를 알리는 전도사임을 자임한다.

회원현황
* ( )는 참가 업체 수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KINITI의 이사진으로도 활동했는데, 이사회 때마다 관료 이사진들에게 KINITI
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중소기업들이 더 많은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

4(152)

270

로운 정보와 조언을 듣는 자리로 발전하는 데 적잖은 기여를 했다. 나는

10
8
7

8(127)

산기회 개최

려 있는 만큼 전국산기회는 회원 상호 간의 친목도모와 정보교류는 물론 새

전종윤(전 전국산업기술정보협의회 회장, 남양노비텍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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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선진기술 이전과 기업의 국제화 지원

한편 KINITI는 1991년부터 산업기술정보교류단을 구
성, 파견했다. KINITI는 중소기업 12개 업체로 구성된

1) 선진기술 이전 위한 지원에 앞장서다

제1회 산업기술정보교류단을 모스크바 등지에 파견해
구소련 지역의 정보교류 및 합작투자 상담을 추진했다.

기술거래의 장, 테크노마트의 운영 활성화

이어 1992년에는 제2회 산업기술정보교류단을 구성해

국가 간 또는 기업 간에 기술을 사고파는 테크노마트

인도, 중동(카타르, 바레인) 지역에, 그리고 1993년에는

(기술거래시장)4)는 KIET 시절인 1986년에 국내 최초로

베트남 및 미얀마 지역의 유관기관을 방문해 상호 관심

개설되어 기술교류의 장으로 자리매김한다. 개도국 간

분야의 정보교류 및 합작투자 상담을 진행했다.

의 기술이전을 통해 중소기업의 발전과 기술수출을 촉

국제기술이전 워크숍 및 기술시장은 1993년부터 테

진하기 위해 개설된 이 행사는 KINITI 시절인 1992년까

크노마트로 명칭을 변경하고 기존의 개도국 간이 아닌

지 지속된다. 1991년 10월 개최된 제6회 국제기술이전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을 대상으로 하여 개최되면서 더

워크숍 및 기술시장은 총 19개국 40명이 참가해 57건의

욱 활성화된다. KINITI는 대한무역진흥공사와 공동 주관

기술이전 상담이 이루어졌다. 이어 1992년 9월 열린 제

해 1993년 10월 제1회 한·미테크노마트를 개최했다.

7회 국제기술이전 워크숍 및 기술시장에서는 총 8개국

‘미국 첨단 기초기술과 한국 생산기술과의 만남’
이란 주

31명이 참가해 53건의 기술이전 상담이 이루어져 개도

제로 개최된 이 행사는 기술협력 세미나와 기술이전 상

국 간 기술 거래의 열기를 이어갔다.

담회로 나누어 실시되었다. 그리고 그해 12월에 한·일
산업기술협력재단과 공동으로 제1회 한·일 테크노마트

4) 테크노마트란 기술의 수요와 공급을 연결하는 기술거래시장으로서 국가 간
및 기업 간에 필요한 기술을 공개된 장소에서 사고 팔 수 있도록 비즈니스 기
회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활성화된 사례로 유럽에서는 TECHNOMART(영국
버밍엄), INTEK(핀란드 헬싱키), PHIRAMA(프랑스 마르세일러), SKAPA(스웨덴
솔렌투나) 등이, 미국에서는 NASA가 주관하는 Technology, 플로리다 주정부
가 지원하는 Technology Super Market 등이, 일본에서는 일본테크노마트재단
이 매년 개최하는 TECHNO-TOKYO 등이 있다.

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92년 한·일 정상회담에서 논
의된 양국 간 무역불균형 해소를 위해 개최되었다.
1994년에는 제2회 한·미 테크노마트 및 제2회 한
·일 테크노마트와 함께 제1회 한·베트남 테크노마트
를 개최했다. 이 행사는 1994년 11월 베트남의 하노이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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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치민에서 양국의 180여 개 기업이 참가해 성황을 이

엇인가를 보여주는 모델적 행사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루었다. 유엔개발기구(UNIDO)의 후원으로 베트남 국

갖는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가과학기술정보센터와 호치민 과학기술정보센터가 주

KINITI는 제1회 APEC 테크노마트를 성공적으로

관해 개최되었으며, KINITI는 국내 업체들의 기술·플랜

개최함에 따라 APEC 회원국 간 기술이전 활성화와 국

트 조사를 제공하고 베트남 업체와의 상담을 알선했다.

내 기업의 국제기술 교류를 촉진했으며, APEC 회원국

1995년에는 통상산업부 주최 아래 KOTRA와 공동

내에서 기관의 위상을 크게 높였다.

주관으로 제1차 APEC 테크노마트를 대전에서 개최했

1995년 4월에는 제1회 한·인도 테크노마트를 개

다. 1995년 5월 APEC 12개 회원국 정부인사 및 국내외

최했다. 이 행사는 제3국가 기술이전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인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는 기술수준과 산

UNIDO가 후원한 ’
95 인도 IntechMart에 국내 12개 업체

업발전 단계가 각각 다른 회원국 간에 투자 및 산업기

가 참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는데, 25건의 기술· 플

술 상담과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되었다.

랜트에 대해 인도 기업체와 기술수출 상담이 펼쳐졌다.

박홍식 원장은“선진국, 중진국, 개도국이 공존하

1996년부터는 한·미 테크노마트와 한·일 테크

는 APEC 지역의 국가들이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과 도

노마트가 정례적으로 개최되어 활발한 산업기술협력

입하고자 하는 기술이 서로 만나는 상담(商談)의 장인

의 장으로 발전했다. 특히 제4회 한·일 테크노마트에

기술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것은 우리 기업인에

부산시의 지원을 받아 부산 소재 22개 중소기업이 참가

게는 기술획득의 좋은 기회일뿐 아니라 국내 기술의 수

해 활발한 기술거래가 이루어져 지방경제 활성화에 기

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APEC이 해야 할 사업이 무

여하는 행사로 자리잡았다.
1997년에는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의 지원을 받아
양국 기업 간 기술직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인터넷을 이

5) 세계과학도시연합(World Technopolis Association ; WTA)은 1998년 9월 세계
11개국 23개 과학도시간의 교류 ·협력을 통해 공동발전을 도모하고자 설립
된 국제협력기구로, 회원 도시는 캐나다의 오타와 ·캘거리, 미국의 오스틴
·피닉스 · 더램 ·채플힐, 중국의 난징, 영국의 길포드, 한국의 대전 ·포항
·경산 · 아산 ·원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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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한·일 사이버 테크노마트(http://ktm.kiniti.re.kr)’
전자상거래 시스템을 구축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편 1999년 11월에는 세계과학도시연합(WTA)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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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❶ 제4회국제 기술 이전워크숍(1989)
❷ 제1회 한미테크노 마켓(1993)
❸ 제1회 APEC 테크노마트 팜플릿(1995)
❹ 제1회 한일테크노 마켓(1993)

❸

❷

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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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8> 연도별 테크노마트 개최 현황
연도

’
86~

행사명

개도국간

’
92년 테크노마트

제1회한·미
테크노마트

장소

매년 평균 동남아
서울

테크노마트

제2회 한·일
테크노마트

18개국 참가
매회 70여개 기업

상담건수

서울

미국:32개업체

7회간
총739건

194건

(82개 기술)
국내:152개 기업
서울

서울

일본:7개 기업

135건

’
94년

테크노마트

테크노마트
APEC
테크노마트

제3회 한·일
’
95년 테크노마트

베트남

미국:23개 기업

(10. 31~11. 9)
18개국 500여업체

310건

45건

대전

장소

서울

서울

국내:208개 기업

도시바와 한영전자(주)

테크노마트

서울 국내:184개 기업
미국:24개 기업

부엌쓰레기처리기술등

제5회한·일

(129건 기술)

기술이전 상담

테크노마트

(9. 4~6)
서울

’
97년

국내:172개 기업
일본:22개 기업

폐수 리사이클링

(129건 기술)

시스템 등

(12. 3~5)

기술이전 상담

제5회 한·미

하노이 공대와 우경

테크노마트

서울

미국:23개 기업

’
98년

서울, 국내: 294개 기업

테크노마트

부산

일본:23개 기업

후지칸 S/W와 두산
기술원간의 효소가

제7회한·일

서울, 국내:300여 개 기업

들어간 소취제 등

테크노마트

부산

미국:23개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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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건

S.K.C.와 기록원반
재생장치의 검색방식
기술상담

383건

LG산전과 ARAC,Inc.
의 기술컨설팅 상담

도마오카 기업과 용신
300여건

일본:25개 기업

마쓰시다전기의 비접
300여건

미네소타대학과 삼성

제1회 WTA

정밀화학간의 에리스

대전 테크노

로포이에틴 상담

마트

(11. 10~13)
대전

15개국 46개 도시
210개 기업, 연구소,
대학 등

촉 ID시스템 등 기술
상담

(119건 기술)
’
99년

기획간의 후면발광
장치 계약 등

(9. 9~11)

기술이전상담

354건

쉬 컨설팅사의 컴퓨터

마쓰시다전기와

(134건 기술)

402건

LG하다찌 델로이트투
LAN기술 성약

(9. 21~26)
제6회한·일

국내:200개 기업

국내:185개 기업

303건

(120건 기술)

산업(주)간의 활성탄

-

국내:200개 기업

한일제약의 병원처리
쓰레기처리시스템상담

일본:22개 기업

(9. 18~21)
일본:20개 기업

핸콕인터내셔날과
355건

(9. 1~3)
부산 국내:151개 기업

자의 전자부품세정제
기술상담

(187건 기술)

밀봉용기의제조방법등

후지킨S/W와 두산전

471건

(11. 5~8)
제4회한·미

주요상담및계약내용

25건

(132건 기술)

(390개 기술)

서울

상담건수

(9. 10~13)
일본:21개 기업

제조기술 상담

12개 회원국 1,200명 2,375건

참가국·참가자수

인도 37개 기업

’
96년

페인팅 기술

(5. 22~27)

(364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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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계약 1건:가방

System

(12. 5~9)
테크노마트

국 웨도테크(주) 기술

RGF Environment

(120개 기술)
제3회 한·미

테크노마트

태석(주)

(92개 기술)
한·베트남

미국 ARAC사와 한

국내:167개 기업

국내:147개 기업

테크노마트
제4회한·일

노무라종합연구소와
284건

’
95년

행사명
제1회한·인도

시멘트 설비기술

기술이전 상담

일본:15개 기업

연도

플랜트 수출계약 등:

(9. 13~16)

(11. 1~4)
서울

사와 한국 대우Eng

(36개 기술)

(86개 기술)
제2회 한·미

주요상담및계약내용
’90년 태국 Tongma

국내:78개업체 134명

’
93년
제1회 한·일

참가국·참가자수

-15건의 기술이전 및
-

제품거래 실적 다수
-1만3천명관람객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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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정보센터 개소식(1994)

과 KINITI가 주관한 제1회 WTA 대전 테크노마트가 대

합작투자 정보를 총망라해 수집, 보급하는 역할을 했다.

전무역전시관에서 4일간 개최되었다. 이 행사는 세계

기술이전정보센터의 설치는 기술정보가 과거엔

과학도시 연합간의 첫 번째 공식 행사로 뉴밀레니엄을

생산과정에만 국한되었던 것에 반해 기술정보 자체가

앞둔 시기에 열려 21세기 정보통신의 미래를 전망해보

중요한 무역거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는 자리가 되어 의미가 컸다.

었다. 이런 환경에서 KINITI는 국내외 기술이전에 관련
된 정보를 수집, 유통해 지역 간에 다양한 산업 분야의

기술이전정보센터의 설치 및 운영

기술교류를 촉진할 뿐 아니라 해외 선진기술의 도입과

KINITI는 1994년 3월 20일 국내외 산업 간, 지역 간, 기업 간

국내 기술의 해외 이전을 지원하는 역할까지 맡아 국내

의 기술교류 및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기술이전정보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했다.

센터를 개소한다. 이날 개소식에는 상공자원부 박삼규

출범 직후 기술이전정보센터는 1995년도 기술수

차관보를 비롯해 국내 유관기관 및 단체와 미국과 중국

요 조사를 실시해 총 1,700건의 기술이전 관련 정보를

등 주한 외교공관의 주요 인사 등 약 50명이 참석했다. 기

DB로 제작, 구축했다. 기술수요 조사는 이후 해마다 실

술이전정보센터의 설치는 김영삼 대통령의 공약사업6) 일

시되었다. 그리고 1994년에 도입한 해외 기술이전 전문

환으로 추진되었으며, 기술도입 및 판매희망 기술정보를

데이터뱅크 DDA(56개 기술분야 32,000건 수록)에 삼

비롯해 산업화가 가능한 신제품·신기술 정보, 플랜트·

성데이타시스템의 기술이전 DB 및 APEC테크노마트
실시 후에 발생된 기술이전 DB를 통합해 서비스를 제
공하는 등 기술이전정보 유통시스템을 구축했다.

6)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주주의의 발전에 따라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제도를 포
함한 지방의 산업발전을 위한 정책이 중요 현안으로 부각되었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1948년 제정된 초대헌법에 명문화되었지만 이승만 정권은
법을 개정해 단체장에 대한 임명제를 도입했다. 이후 1960년 4·19혁명에 의
해 역사상 최초로 지자체가 실시되었지만 박정희 정권 때 다시 자치단체장을
임명제로 바꿨다. 이후 1980년대 중반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높아

기술이전정보센터는 기술수출 가능 품목조사 및
자료 발간사업도 전개했다. 1996년부터 국내외 해외이
전 가능 또는 희망기술을 조사한「Korea Technology
Opportunities」를 발간해 재외 한국공관과 해외기술이

지면서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요구가 증가했으며, 김영삼 정권 출범 이후인
1995년 6월27일 역사적인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전 알선기관 등에 무료로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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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ITI는 동구권을 포함 중동, 동남아시아 등 다양한 해외 정보기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였다.

2) 기업의 국제사업 지원 위한 국제협력활동

기술정보관리시스템(TIMS)과 한글 MS-DOS 각 1세트 등
부대장치를 무상으로 제공했으며, 본원에서의 기술 연

전 세계 주요 정보기관들과 협력체제를 넓히다

수도 활발히 실시해 두 기관의 협력체제를 굳건히 했다.

1960년대 KORSTIC 시절부터 해외의 주요 정보기관과

1993년에는 인도투자센터(IIC) 및 베트남과학기술

협력을 강화하는 일은 연구원의 위상과 역량 강화를 위

정보센터(NIDCST)와 협력관계를 체결해 동남아시아

해 매우 중요한 사업이었다. 정보자료의 상호 교환을

국가의 정보기관들과도 교류를 개시했다. 또한 1994년

비롯해 데이터베이스의 상호 이용, 전문가 및 기술 교

부터 러시아연방부처간정보센터(VIMI)와 협력해 두 나

류, 공동 세미나 및 회의 개최 등을 통해 기업들의 국제

라 간 산업기술협력을 촉진하고 산업기술정보 분야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해외 정보기관과의 협력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KINITI는 VIMI와 협력관계

KINITI 시절에 들어서면서 더욱 활발히 추진된다.

를 맺음에 따라 기존의 러시아연방과학기술정보연구

특히 KINITI가 출범하던 1991년 초는 구소련 등 동

소(VINITI), 국제과학기술정보센터(ICSTI)와 더불어 러

구권의 개혁·개방화 정책으로 인해 경제교류가 활발

시아의 3대 산업기술정보기관과 협력하게 되어 러시아

해지면서 이들 지역에 대한 과학 및 산업기술과 관련한

산업기술정보의 수집 기능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

정보수요가 급증하고 있었다. 이에 기존 정보기관들과

이어 1995년에는 캐나다 국가연구위원회(NRC) 산

의 협력을 유지·발전시키는 한편 러시아 및 중국의 정

하기관인 과학기술정보연구원(CISTI)과 업무협력을 체

보기관과 새로운 협력관계를 수립했다.

결해 정보전문가 교류, 특정분야의 공동업무 수행 및

KINITI는 1991년에 러시아 과학기술정보연구소

협력, 직원 연수 등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1996년

(VINITI) 및 중국 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와 각각 협

에는 유럽 국가와의 정보협력기반 확대를 위해 프랑스

력각서를 체결하고 자료교환을 비롯해 직원 연수, 전문

과학기술정보연구원(INIST) 및 스위스과학기술협회

가 교류, 기술이전 등의 협력사업을 전개하는 물꼬를

(CENTREDOC) 등 국가 정보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었

텄다. 이어 1992년에 중국 연변 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

다. 이로써 KINITI는 미국과 일본, 독일, 러시아 등 국가

도 협력관계를 체결했다. 특히 1994년에 KINITI는 사내

정보기관과의 협력관계에 이어 유럽 정보기관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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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맺어 전세계 주요 국가의 기관들과 광범위한 국

대표적인 국제협력 활동

제정보 협력체제를 다지게 되었다.

KINITI 시절 들어 해외 주요 기관들과의 정보교류 및

해외 정보기관과 활발한 협력관계를 구축함에 따

산업협력사업도 활발히 전개되었다. 정보교류의 경우,

라 협력기관 수도 크게 증가했다. 1970년대까지 해외기

러시아의 산업기술 및 국내 기업의 투자·진출에 필요

관과의 협력이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 미국 상

한 제반정보를 수집·보급하기 위해 1993년 12월

무성 기술정보국(NTIS), 대만과학기술정보센터(STIC)

KINITI 내에 한·러 산업협력정보센터를 개설했다. 이

등 3개 기관에 불과했던 반면, KINITI 출범 이후 9개의

센터는 1993년 5월에 체결된 한·러간 민수화 협력 양

해외기관과 추가로 협력을 맺어 1998년 말 기준 해외

해각서에 근거해 추진되었다. 이로써 한·러 간 온라인

협력기관은 총 10개국의 12개 기관으로 늘어나게 된다.

정보전용통신망 구축을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러시아

이 밖에도 KINITI는 자료교환, 데이터베이스 도입,

정보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산업기술정보를 국내

전산시스템 개발 등과 관련해 전 세계 50여 개국의
1,000여 개 기관과 단위사업별로 협력관계를 구축했다.

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러산업협력센터의 설립을 계기로 KINITI는
한·러시아극동협회와 공동으로 국내 기업들이 러시아
와 산업기술 협력을 강화하도록 해마다 러시아 경제과학

<표3-19> 해외 정보기관 협력 현황(1998년 12월 기준)
정보기관명

협력 연도 협력 내용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

1968

미국 상무성 기술정보국(NTIS)

1974

대만 과학기술정보센터(STIC)

비고

대한 투자협력과 기술도입을 원하는 국내 업체를 선발,

1973

- 자료 교환

러시아연방과학기술정보연구소(VINITI) 1991

- 직원 연수

중국과학기술정보연구소(ISTIC)

1991

- 전문가 교류 10개국12개기관

중국 연변 과학기술정보연구소

1993

- 기술이전

인도투자센터(IIC)

1993

- 정보 교환 등

베트남과학기술정보센터(NIDCST)

1993

러시아연방부처간정보센터(VIMI)

1994

캐나다과학기술정보연구원(CISTI)

1995

프랑스과학기술정보연구원(INIST)

1996

스위스과학기술협회(CENTREDOC)

1996

기술 사절단을 파견했다. 이 사업은 러시아의 특정지역에

투자협력사절단을 구성해 러시아의 주요 연구소 및 기업
을 순회 방문하고 현지 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상담회를
개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많은 협력성과를 거두었다.
이의 일환으로 1998년 5월에는 양국 과학기술부
주최로 러시아 첨단 과학기술전시회가 개최되었는데,
KINITI는 이 행사를 후원해 한·러 간 기술교류협력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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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정보 기관을
방문한 직원들(1996)

대에 기여했다. 이 행사에는 총 45개 사 97건의 러시아

주요 국제회의 참가 및 직원 해외파견

기술이 전시되었으며, 국내 300여 회사가 참가해 430여 건

1960년대 KORSTIC 시절부터 연구원의 위상 제고와 정

의 기술상담이 이루어질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불러일

보교류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국제회의 참가도 활발히 이

으켰다.

루어졌다. KINITI는 국제문헌연맹(FID)과 테크노마트

1994년 3월에는 미국 화학정보 DB 제작기관인

아시아(T/A) 등 4대 국제기구에 국가대표 자격으로 공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와 STN 에이전트 협정

식 가입해 국제회의에 참가하면서 지속적인 정보교류

을 체결해 보다 편리하게 양질의 기술정보를 제공받게

및 업무협력을 펼친다. 매년 FID총회에 국가대표 회원

되었다. 그리고 1998년에는 중국 야금공업부 산하 정보

기관으로 참석했다. 1994년에는 일본 오미야시에서 열

신식표준연구소 대표단이 방문해 중국과학기술정보연

린 제47차 총회에서 박홍식 원장이 FID 이사로 피선된

구소(ISTIC) 및 연변과학기술정보연구소와 협력관계를

데 이어, 1998년 10월에 인도에서 개최된 제49차 정기

강화하기 위한 DB 교환을 비롯해 주요 발간물 및 전문

총회에서 김규칠 원장이 FID 이사로 피선되었다.

가 교류 등 협력 사업방안을 논의했다.

그리고 FID/CAO 총회를 비롯해 유엔공업개발기

이 밖에도 KINITI는 1993년부터 북방 지역 국가들

구(UNIDO)와 Technonet Asia 이사회에도 회원기관으

과 산업기술협력을 위한 정보지원활동을 활발히 펼쳤

로 해마다 참석했다. 또한 아·태 지역 4개국(한국, 대

다. 당시 중국과 러시아 등 북방지역 국가들이 급속히

만, 일본, 캐나다) 정보세미나와 APEC 산업과학 및 기

개발되면서 이들 국가들과 기술교류 및 투자협력을 원

술 실무그룹 워크숍 등에도 직원들이 참가해 주제발표

하는 국내 기업들의 정보 요청이 증가했는데, 이에 부

를 하는 등 활발한 국제교류활동을 펼쳤다. 이 밖에도

응해 KINITI는 각종 정보자료를 분석, 제공함으로써 국

KINITI는 매년 다양하게 개최된 주요 국제회의에 참가

내 기업들의 북방 진출에 도움을 제공했다.

해 국제협력의 네트워크를 넓혀 나갔다.

이뿐 아니라 KINITI는 정부부처에 대한 북방자료 및

해외의 정보활동에 관한 동향 파악과 업무협력을

정책의견 제시와 함께 북방 진출 기업들을 상대로 기업체

위한 직원들의 해외파견활동도 크게 활성화되었다.

컨설팅업무를수행하면서북방협력사업을측면지원했다.

KINITI는 매년 다수의 직원을 해외에 파견해 업무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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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실업자 재취업 교육(1998)

제고와 자질 향상을 유도했다. 또한 연구원과 개발업무
를 협의하거나 업무 파악을 위해 해외에서 공식적으로

역대
기관장
소개

방문하는 내방자도 크게 늘어나 상호 간 활발한 인적교
류가 이루어졌다.
김 규 칠 원장
1997. 1 ~ 1999. 11

7. IMF 외환위기 및 기관통합 논의의 전개
●

김규칠 KINITI 3대 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하

고 오스트리아 및 일본 등의 대사관을 거쳐 외교안보연구원 등

1) IMF와 구조조정의 단행

에서 근무했으며, 특히 KBS 심야토론과 정책진단 프로그램의
사회자로서 명성이 높았다. 1997년 KINITI 원장으로 취임해서는
과학기술 발전을 위한 과학기술정보의 인프라를 튼튼히 다진다

신임 김규칠 원장의 취임

초대 원장으로 취임해 2대 원장에 재선임되어 총 6년간
의 임기를 마친 박홍식 원장이 퇴임하게 됨에 따라

는 철학으로 많은 개혁을 시도했다. 과학기술 정보시스템인
KINITI-IR의 기종을 IBM에서 리눅스로 바꿨으며, 종합기업 서비
스 정보망인 Inno-Net의 구축과 사이버 IT 마트(국제 기술시장)를
개설하기도 했다. 또한 특유의 외교력을 발휘해 일본을 비롯한

KINITI는 1997년 1월 18일 이사회를 열고 후임으로 김

주요 국가의 연구기관들과 매우 적극적인 업무협력을 추진했

규칠 원장을 3대 원장으로 선임했다. 원장 이·취임식

다. 재임 중에 IMF체제를 겪게 되고 기관 통합이 논의되는 등 격

은 1월 20일 개최되었는데, 김규칠 신임 원장은 취임사

변기를 맞이했는데, 김규칠 원장은 이를 기관의 효율성과 생산
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 과감한 경영혁신을 추진했다. 또한

에서“공정한 게임의 룰을 확립하고, 협동과 경쟁의 구

KINITI와 KORDIC의 통합 필요성을 역설하고, 국민의 정부 인수

도를 확립해 모든 구성원이 주인의식을 갖고 능동적으

위원회와 공공기술연구회에 구체적인 통합추진 방안을 제시하
는 등 현재의 KISTI가 탄생하는 데 많은 영향을 끼쳤다. 퇴임 후

로 일하는 문화를 형성해 기관의 경쟁력을 한 차원 높
여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에는 불교방송 대표이사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
했으며, 현재 대한불교진흥원 이사장으로 재임 중이다.

김규칠 원장은 취임과 동시에 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50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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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NTIS를 방문한 김규칠 원장(1997)

(WTO) 출범을 기해 가속화되고 있는 무한경쟁체제에

민의 정부 인수위원회에서 기본 구상을 마련해 그해 8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보인프라 구축의 핵심기관인

월 정부출연·위탁기관 경영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

KINITI의 개혁과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다

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공공부문 경영혁신의 핵

양한 사업을 새롭게 추진했다. 기업을 지원하는 포털

심은 △인력 감축, △민영화 및 해외 매각 등을 통한 공

정보망인 종합기업 서비스 정보망(Inno-Net)을 구축했

공부문 축소, △기타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으로 효율성

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상설 기술시장 시스템인 국제기

및 수익성 제고 등 3가지였다. 이에 따라 정부 출연기관

술시장(사이버 IT마트)을 개설했다. 이뿐 아니라 일본,

들의 경영혁신이 추진되면서 KINITI도 기능과 기구의

중국, 프랑스, 러시아 등의 연구기관과 매우 적극적인

축소를 비롯해 제도 개선과 인력 감축을 단행하게 된다.

업무 협력을 추진했다.

먼저 기능 및 기구의 축소와 관련해 1998년 8월 1
일부로 부원장제를 폐지하고 이학오 부원장이 자진 용

정부 구조조정에 부응한 조직 및 인력 구조조정 실시

퇴했다. 이를 시작으로 기구 및 인력의 구조조정작업

1990년대 중반까지 경제성장을 지속해온 한국 경제는

이 본격화되어 본원을 7개 부·실, 1개 부설센터로 축

성장과정에서 축적된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대

소했다. 이에 따라 기계금속부·전자전기부·특허정

기업의 경영부실 및 도산이 발생하기 시작했고, 이는

보부문이 기술·특허정보연구1부로, 생명과학부·화

곧바로 금융기관의 부실로 이어진다. 이런 환경에서 해

학화공부·환경건설부·특허정보부문이 기술·특허

외자본의 외채 만기 연장거부로 외환유동성 부족에 직

정보연구2부로, DB사업부·전산실·정보컨설팅부가

면하면서 사실상 국가 부도의 위기에 빠지게 된다. 결

DB·정보기술개발사업부로, 기술이전정보센터와 국

국 정부는 1997년 12월 IMF 구제금융 협정을 맺고 583

제사업부가 기술이전정보센터로 각각 축소 조정되었

억 5천만 달러를 지원받는 대가로 금융구조, 기업구조,

다. 이와 함께 타 기관과 일부 기능이 중복되고 있는 북

노동시장, 공공기관 등 4대 경제구조 개혁을 단행하면

방정보개발부와 한러산업협력정보센터를 타 부문과

서 IMF 시대로 들어서게 된다.

흡수 통폐합했다. 또한 지역정보센터를 4개 권역별 정

이 중에서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은 1998년 1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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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폐지했다.
이러한 기능 및 기구의 축소 조정과 함께 인력 감
축도 이루어졌다. 그해 8월 31일부로 부서장 등 간부급

1977년KORSTIC에입사해주로화학화공분야의기술정보분석업무를했다. 이

직원 30여 명이 자진해 명예퇴직을 선택해 연구원을 떠

다. 당시 과천 종합청사를 날마다 찾아가 내 집처럼 살다시피 했다. 경제기획원

나면서 인력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다.
그리고 경영혁신의 일환으로 제도 개선도 추진되

후 1990년 기관 분리 때에는 기획관리실에서 분리와 관련하여 기획팀을 이끌었

에 출입하는 후배 신문기자가 청사에서 나를 거의 매일 만나게 되니,‘선배님이
무슨 공무원이냐’
고 말하기까지 했다. 경제기획원에서 분리의 타당성이나 당위
성을 설명하면 타당하다고는 인정했다. 그러나 분리하는 일이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분리에 동의하려고 하지 않았다. 경제기획원의 거의 모든 국실을 찾아가

었다. 먼저 부위원급 이상 간부의 경우 평가급을 반기

설명을 해야 했으며, 수많은 난관을 해결해 마침내 1991년에 기관이 분리 독립

별로 실적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며,

하는 데 일조했다. KINITI로 출범할 때는 조직개편작업을 맡았는데, 그 중에서 기

부위원급까지 2년 단위 계약제를 실시했다. 또한 기술

다. 그 후 몇 차례의 조직개편 때마다 실적이 나지 않는 산업무역부가 매번 도마

수당을 비롯해 지방근무수당 및 위험수당 등 7개 수당
을 노사 임금교섭에 따라 1998년 7월부터 폐지했다.

억에 남는 일은 산업무역부를 두어 분석업무의 기틀을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

에 오르기도 했으나 매번 최선을 다해 유지 발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1993년 과학기술자문회의 전문위원으로서 대통령보고를 위한
과제인“과학기술정보의종합적관리·지원대책”
에대한올바른대책수립을위
해 밤새워 싸우다시피 하면서 토론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성과는“KINITI는 과학

이와 함께 1999년부터 부위원급 이상 연봉제를 적

기술분야의 공개정보를 대상으로 하고, KORDIC은 비공개 심층정보를 대상으로

용하기로 하고 급여시스템 및 평가시스템을 구축했으

한다”
는결론을얻어낸일이다. 1998년부원장시절에는IMF체제에서의인력구조

며, 2000년까지 모든 연구직 직원으로 연봉제를 확대

지만 나는 다른 방식을 택했다. 나부터 물러나야 모든 과정이 순조롭겠다고 생각

적용해 나갔다. 그리고 노사협의를 거쳐 정년 규정을
개정해 부연구위원 이상은 61세,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조정을 맡아 수행했다. 처음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까 생각했

했다. 그런데 부원장이라는 자리는 나만의 자리가 아니라 후배들의 자리이기도
하므로 마음에 걸렸다. 그래서 노조를 통해 부원장직에 대한 직원들의 의견조사
를 시켰더니 부원장직은 없어도 된다는 결론이 나왔다. 나는 노조의 의견을 문서
로만들어원장께보고하고정관변경절차를거쳐부원장직을없앴다. 그리고사

은 58세, 기타 직원은 55세로 조정한다는 계획을 추진
했다.

표를던졌다. 누군들 스스로 자신의 자리를 없애고 떠나고 싶은 사람이 있을까마
는 당시 상황에서 인력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이 최선
이라고생각했다. 퇴직을앞두고나는전직원에게기관을떠나는소회를담아메
일을 보냈다. 당시 직원의 절반에 해당하는 100명 이상이 답신을 보내 아쉬워했
다. 1998년 7월 31일부로 나는 명예퇴직을 했다. 그리고 한 달 후인 8월 31일 간
부급부서장들이뒤따라자발적으로명예퇴직을했다. 이에연유해훗날‘831회’
라는모임도만들어진것으로안다. 지금도마지막순간의기억이생생하다.

이 학 오(부원장, 재직기간:1977.3~19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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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ITI와 KORDIC의
통합의 필요성을
제기한 보고서

2) KINITI와 KORDIC의 기관 통합 추진

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하고 때로는 갈등을 빚곤 했다.
이후 1999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1998년

기능 중복에 따른 기관통합의 제기

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결과를 통해

IMF체제 속에 출범한 국민의 정부는 4대 경제구조 개

두 기관의 과학기술정보유통사업이 통합 조정될 필요

혁을 단행하면서 공공부문의 경영혁신을 강도 높게 추

성이 있음을 재확인했다. 정부 부처에서 수행하는 국가

진한다. 이 과정에서 산업기술정보원(KINITI)과 연구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조사 분석 결과를 담은 이 보고

발정보센터(KORDIC)의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

서는 두 기관 간에 중복되고 있는 사업을 통합 조정해

한다.

야 한다고 밝혔다.

두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가 처음 공식적으로 제

이에 1999년 12월 공공기술연구회7)의 기능조정실

기된 것은 1998년 1월 국민의 정부 인수위원회에서였

사단이 현장 실사를 실시한 결과, 업무 기능이 다수 중

다. 정부 출연기관의 경영혁신 과제를 검토하던 인수위

복되므로 두 기관이 통합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제출했

원회는 산업자원부 산하의 KINITI와 과학기술처 산하

다. 5인으로 구성된 기능조정실사단은 KINITI와

의 KORDIC 간에 기능 중복 문제를 제기했다.

KORDIC 두 기관에 대한 정밀한 실사를 진행했으며, 기

사실 두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는 1993년에
KORDIC이 출범할 때부터 제기되어 왔다. 당시 과학기

능 중복을 해소하기 위해 기관 통합이 불가피하다고 보
고함에 따라 통합이 최종 결정되었다.

술처가 산하기관으로 정보서비스 기관을 설립하려 하
자 산자부는 KINITI 이사회를 통해‘두 개의 유사 기관
을 운영하는 것은 국가의 재정 낭비 초래는 물론 기능

7) 공공기술연구회는 1999년 1월 29일 제정·공포된‘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설
립·운영및육성등에관한법률’
(법률5733호)에근거해1999년3월15일설립

중복으로 인해 운영상 비효율과 혼란이 발생하므로 신
규 기관의 설립을 반대한다’
는 취지의 입장 표명을 했
다. KORDIC이 출범한 이후에는 국가 과학기술정보유
통과 관련한 회의 때마다 두 기관은 서로 주도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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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국무총리실 산하기관으로 출범한 이 연구회는 정부출연 연구기관에 대
한기획·예산·평가및연구기관지원등의활동을했다. 공공기술연구회가출
범함에 따라 KINITI와 KORDIC을 포함한 11개 출연 연구기관이 공공기술연구회
산하기관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공공기술연구회는 2008년 3월 25일 소속 출
연연구기관들이기초기술연구회와산업기술연구회로각각이관되면서폐지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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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두 기관은 1999년 5월 공공기술연구회 산하
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당시 KINITI는 산자부 산하기관,

역대
기관장
소개

KORDIC은 과기부 산하기관 소속이었다. KORDIC은 이
후 1999년 10월 유치경쟁을 통해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으로부터 슈퍼컴퓨터센터를 이관받게 된다.
한편 KINITI는 1999년 12월 1일 김규칠 원장의 후

이 영 세 원장
1999. 12 ~ 2000. 7

임으로 제4대 이영세 원장이 취임했다. 이영세 원장은
취임사를 통해“지식정보화 시대에 국가 경쟁력을 결

●

이영세 KINITI 4대 원장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

하고 미국 펜실베니아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미국 미

정짓는 핵심 요소는 지식과 정보이며, 이러한 핵심 요

네소타대에서 초청교수로 재직했다.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산

소를 기업과 연구소에 효율적으로 공급하는 것이 기관

업연구원(KIET)에서 16년 동안 근무하면서 부원장, 미국지원장,
산업정책연구센터장 등을 역임했다.

의 역할”임을 강조하고“정보서비스의 패러다임을 전

이영세 원장은 1999년 12월 KINITI 원장으로 취임하면서 21세기

환해 지식정보화 시대를 선도하는 연구원이 될 것”을

지식정보화 시대를 맞아 패러다임의 전환을 통한 기관의 역할과

당부했다.

위상을 새로 정립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가치 중심의 지식전
달 기관으로 변화하기 위한 지식서비스 기반을 다지고자 힘썼다.

이영세 원장은 취임 이후 정보서비스의 패러다임

그런데 2000년 들어 기관 통합이 본격화되어 2000년 5월 통합추

을 양에서 질로, 정보보급에서 지식전달로, 가격 중심

진위원회의 통합추진계획에 따라 그해 7월 원장 직에서 물러났

에서 가치 중심의 서비스로 전환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

다. 퇴임 이후에는 대구사이버대학교 총장으로 재임 중이다.

을 전개했다. 그런데 2000년부터 기관 통합작업이 본격
적으로 추진되고 기존의 양 기관 원장이 사임한 후 통
합 기관장을 선출하기로 함에 따라 2000년 7월 원장 자
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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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추진위원회의 가동과 통합 절차의 진행

KINITI와 KORDIC의 기관 통합은 2000년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그해 2월 8일 공공기술연구회 이
사회는‘연구기관 중복기능 통합 기본계획(안)’을 의결
했다. 이 계획에는 사업 중복으로 인한 예산 절감과 시
너지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두 기관을 통합·운영한다
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이어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
안 기본계획에 따라 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김수삼 한

IMF체제가 시작되고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면서 공공기관 경영혁신은 주요 개
혁 화두 중의 하나였다. 1998년 1월 정권 인수위원회와 기획예산위원회에서
처음 기관의 기능 중복 문제가 제기되었다. 1999년 4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에서도 같은 결론이 나서 그해 12월 공공기술연구회에서 두 기관에 대해 실사
단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한 결과, 통합해야 한다는 최종 결론이 내려졌다.
2000년 3월에 통합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어떻게 통합할지에 대해 집중 논
의했다. 당시 정보유통부문은 중복이 되었고, 기타 정보분석, 지역정보, 산업
정보, 슈퍼컴/연구망 등은 그다지 중복이 되지 않아 주로 정보유통부문에 대한
논의가 많았다. 논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느 기관이 어느 기관을 통합하

양대 교수)를 구성, 운영하면서 통합 방식 및 주요 기능

는 방식으로 하느냐였기 때문에 이에 대해 굉장히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당

등에 대한 통합방안을 검토했다. 당시 통합추진위원회

시 통추위에서는 3개 정도의 안을 갖고 있었다. 1안은 두 기관을 폐지하고 새

는 학계 및 기업인을 중심으로 9인으로 구성되었다.
3개월간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통합추진위원회
는 2000년 5월 27일‘통합추진계획(안)’을 의결했다.

롭게 만드는 방법, 2안은 흡수 통합하는 방법, 3안은 중간 형태를 취하는 것이
었다. 1안은 기관의 역사와 업무 연속성의 단절뿐만 아니라 직원의 신규채용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 노조의 반발이 클 것으로 예상되었다.
결국 2안의 흡수통합 방식으로 하게 되는데, 두 기관이 서로 통합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통추위에서도 꽤 난감한 상황이었다. 통추위

이에 따르면, 통합방식은 한 기관이 다른 기관을 흡

는 자체적으로 논의를 거쳐 2000년 5월 통합추진계획을 의결하고 공공기술연

수·통합하는 승계방식으로 하고, 통합 원장은 기존의

구회 이사회에 안건으로 상정해 투표를 통해 2000년 7월 KINITI를 통합 주체로

양 기관 원장이 사임한 후에 통합 기관장을 선출하기로
했다.

결정했다. 이와 함께 통합 원장에 대해서도 기존의 양 기관장이 사임한 후에
통합기관장을 선출하기로 의결했다. 그리고 그해 8월에 통합원장이 선임되면
서 통합에 따른 예민한 문제들은 모두 해결되었다.

이어 2000년 7월 12일 양 기관 통합의 주체기관으

이후의 통합과정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었다. 어차피 통합이 결정된 만큼
기능을 서로 합쳐 제대로 정비해 새로운 기관으로 탄생시키는 것이 중요했다.

로 KINITI가 결정되었다. 이는 기관 출범 40년의 역사

결론적으로 말해 당시의 통합은 시대환경에 부합했던 것이고, 성공적인 통합

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자산 및 예산, 정보량 및 업무의

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현재 KISTI의 위상이 크게 높아졌다고 생각한다.

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려진 결정이었다. 이
어 8월 10일에는 통합주체기관인 KINITI의 원장 및 향

284

Evolution ❸ 성숙과 발전

윤 종 민(정책연구실장, 재직기간:1991.4~20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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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통합기관의 초대 원장으로서 전 KORDIC의 소장이
던 조영화 원장이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활한 통합
업무 추진을 위해 KINITI 원장이 KORDIC 소장을 겸임
한 가운데 양 기관의 통합실무협의회를 구성해 세부적
인 통합방법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2000년 12월 15일에는 정부 출연(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 공포되었다. 이에 따르면 통합 주
체기관인 KINITI의 명칭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ISTI)으로 변경하고 KORDIC은 해산하며, 이에 따른
인원 및 재산 등은 KISTI에서 승계하도록 규정했다. 이
어 12월 22일 공공기술연구회 이사회는 통합기관인
KISTI의 명칭과 주요 기능 및 정관(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2001년 1월 1일부터 통합기관인 한국과학
기술정보연구원(KISTI)이 공식 출범하면서‘도약과 비
상’의 새로운 시대를 개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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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사

2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