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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원은 지난 1월 23일 정부 18개 부처 및 청의

연구과제와인력·장비·기자재등주요현황을DB로

구축해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국가R&D정보지식

포털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NTIS: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개통식을 갖고 시범서비스에 들어갔다. 이어 두 달여

동안 불편사항 등 사용자 의견수렴을 추진하 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선 및 서버안정화 작업을

실시한뒤3월31일부터공개서비스를시작했다.

우리연구원은 지난해까지 13개 부처에 흩어져 있는

341개의 국가R&D 사업 정보를 연계함으로써 NTIS 

1단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데 이어, 올해부터

본격적인NTIS 사업을추진하고있다. 

시범서비스에는 2009년 목표 58만 건 대비 53.8%인

약 31만건의정보가제공됐다. 주요정보는국가R&D

과제및현황분석(13만 건), 국가R&D 사업참여인물

정보및현황분석(6만건), 장비·기자재(5만 1,469건),

논문(1만 2,881건), 출원 및 등록 특허(1만 2,760건) 

등이다.

지금까지 일본(ReaD), 미국(RaDiUS) 등 선진국에서

분야별 과학기술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적은 있으나

국가R&D사업의 조사·분석결과, 인력정보, 연구성과

정보, 첨단장비등을범부처적으로공동활용할수있도록

한정보유통플랫폼을구축하기는NTIS가처음이다.

NTIS 구축은2009년완료를목표로하고있다. NTIS가

성공적으로구축되면국가과학기술R&D 추진현황이

실시간으로분석가능해지며이에따라R&D 중복투자

예방 등을 통한 R&D 투자 효율 향상, 고가의 R&D 

장비와 고급 인력의 효율적 활용, 보다 정확한 미래

과학기술 R&D 로드맵 작성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예상된다.

국가과기종합정보시스템(NTIS) 개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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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연구원은 지난 3월 20일 프랑스대사관저에서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와‘고에너지 물리 및

e-Science분야에서 한-프랑스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불입자물리공동연구소

구축을본격적으로시작했다.

한불입자물리공동연구소(France-Korea Particle

Physics Laboratory)는 한-프랑스 간 입자물리와

e-Science 분야 연구자들이 초고속연구망을 통해

지역적으로 분산된 슈퍼컴퓨터 등의 첨단 장비, 연구

인력, 대용량데이터를실시간으로공유하며공동연구를

할수있는국내최초의사이버공동연구소로써시공을

초월한 첨단 연구 환경인‘e-Science 연구환경’이

국제적으로구현됐다는데큰의의가있다.

한불입자물리공동연구소는 LIA(Laboratoire Inter-

national Associe) FP-PPL라고 지칭되며, 앞으로

고에너지물리(High Energy Physics) 분야의 차세대

실험인 LHC(Large Hadron Collider, 강입자충돌기)

및ILC(International Linear Collider, 국제선형가속기)

실험과생의학(Biomedical) 분야의조류독감, 말라리아,

당뇨병치료를위한신약개발및그리드컴퓨팅에관한

한-프랑스공동연구를수행한다.

한국에서는우리연구원을비롯하여한국원자력의학원,

포항가속기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성균관대학교, 

강릉대학교, 전남대학교가 참여하고 프랑스에서는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소(CNRS)를 비롯하여산하 핵·

입자물리연구소(IN2P3), 에꼴폴리테크닉(The Ecole

Polytechnique), 블레즈파스칼대학(The Universite

Blaise Pascal Clermont Ferrand 2), 파리11대학교

(The Universite Paris Sud 11)가참여한다.

우리연구원 양병태 원장은“담벼락 없는 연구소를

모토로 하는 이번 LIA 협정을 통해 고에너지물리 및

신약물질탐색등에있어서한-프랑스공동연구네크

워크를형성함으로써양국간공동연구시너지를극대화

할수있을것으로기대한다.”고말했다.

한편, 이번협정의첫번째행사로우리연구소와CNRS는

오는 7월초‘Grid Technology & e-Science 스쿨’을

서울에서공동개최한다. 우리연구원은이행사를통해

국내의고에너지물리와e-Science 분야의연구자들에게

e-Science관련최신그리드기술과대표적e-Science

성공사례들을소개할예정이다.

한국-프랑스 간 사이버인프라 공동연구 네트워크

한불입자물리공동연구소 구축 본격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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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그선 제작에 KISTI 슈퍼컴퓨터 활용

우리연구원은지난3월5일위그선개발업체인‘윙쉽테크놀러지(WST)’와

슈퍼컴퓨팅시스템사용에관한업무협약을체결했다. 이번협약을통해

WST는 위그선 연구 및 제작 시 우리연구원의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위그선은 바다 위를 1m정도 떠서 고속으로 이동

하는운송수단으로, 선박보다10배빠른속도에비용은항공기보다훨씬

저렴한미래형해양운송수단이다.

국내 학술정보 세계화 루트 열어

우리연구원은지난 2월국내 문과학기술정보를전세계연구자들에게

서비스하는 홈페이지(KoreaScience, http://koreascience.or.kr)를 구축

하고, 3월부터 국제 학술논문 검색 서비스인 WorldwideScience.org에

연결했다. 이로써이제세계어느나라에서나국내학술논문을검색해인용

할수있게됐다. WorldwideScience.org는미국, 국, 일본등약20개국

학술논문정보서비스기관들이연합해구축한통합검색사이트로올해부터

시범서비스를시작했다. 우리연구원은WorldwideScience의창립멤버다.

KISTI Service 2.0 성과 발표회

우리연구원은 지난 2월 1일 서울 분원에서‘KISTI Service 2.0 성과

발표회’를 갖고 지난 한 해 동안 지식정보센터에서 추진해 온 서비스

혁신의 주요 성과를 발표했다. 국방과학연구소, 서울대학교, Elsvier

Korea 한국지사등유관기관에서참석한관계자를합쳐내외140여명이

참가한 이번 행사에서는 KISTI Service 2.0을 통한 학술정보와 산업

정보의통합그리고고객중심서비스구현방안등이집중논의됐다.

‘2008 e-Science 설명회’개최

우리연구원은 한국e-Science포럼 주최, 한국과학재단 후원으로 지난

3월 27일 과학재단에서‘2008 e-Science 설명회’를개최하 다. 이번

행사는 아직까지도 e-Science를 낯설고 어렵게 느끼는 국내 연구자들

에게 e-Science 연구환경이 무엇이며 R&D 효율성 제고에 얼마나

큰역할을하는지를설명하고, 보다적극적으로e-Science를활용할수

있도록 돕기 위해 개최됐다. 우리연구원은 이번 행사의 높은 호응을

계기로앞으로같은설명회를분기별로계속추진할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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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상식 미니북‘너 그거 아니?’제작ㆍ배포

우리연구원은지난2월말‘너그거아니?’라는과학상식미니북을제작해

대전광역시교육청의협조를받아미래의과학꿈나무인초등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너 그거 아니?’는 우리연구원에서 과학기술대중화를 목적

으로 2003년부터 추진해 온 메일 매거진 서비스‘KISTI의 과학향기’

(scent.Kisti.re.kr)에 나온내용들을초등학생들의수준에맞도록쉽고

재미있게 풀어 손바닥 크기의 미니북으로 제작한 것으로, 이번에

총5,000권이대전시소재초등학교에배포됐다.

전라북도 광활초 전교생 초청‘2008 열린 사랑 과학캠프’

우리연구원은지난 4월 10일부터이틀간전라북도광활초등학교전교생

28명을초청해‘2008 열린사랑과학캠프’행사를개최했다. 올해로4회

째를 맞는 이 행사는 과학을 쉽게 접하기 힘들었던 소외계층 어린이들

에게과학기술을직접보고느끼고체험할수있는기회를제공하기위해

마련돼왔다. 이번행사를통해아이들은세계적수준의슈퍼컴퓨팅기술과

첨단과학기술연구망을 견학하고 쉽고 재미있는 과학실험, 별자리탐험

등을통해과학을깊이있게체험하는기회를가졌다.  

‘S&T 혁신정책 동향ㆍ분석 2007’발간

우리연구원은지난2월13일2007년도국내외과학기술정책과연구동향을

알기쉽게정리한‘S&T 혁신정책동향·분석2007’을발간했다. 본보고서는

미국, 일본, EU, 중국 등 세계 각국의 과학기술정책 정보(2,800여개)를

종합정리한 책자로써 국가 과학기술정책결정자, 오피니언 리더 그리고

국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2007년도 로벌 과학기술정책

10대 트렌드」도 선정·발표했다. 보고서의 내용은‘과학기술혁신정책

정보시스템(www.now.go.kr)’을통하여누구나자유롭게열람할수있다. 

포털사이트‘다음’통해 과기정보 서비스

우리연구원은 지난 1월 15일 (주)다음커뮤니케이션과 업무협약을 맺고

연구원이보유하고있는국내외학술지, 연구보고서, 분석및동향정보,

세미나동 상등의과학기술전문콘텐트를민간포털사이트인‘다음’을

통해서도서비스하기로결정했다. 다음은네이버와함께국내양대포털

사이트 중 하나다. 우리연구원과 다음은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과학기술대중화를위해앞으로더욱노력해나갈것을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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