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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Ⅰ . 제목

  원자력 문정보서비스 구축

Ⅱ . 운 의 목   요성

국내 원자력 문정보센터로서의 역할과 IAEA의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

(INIS)의 National Center로서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자력 련 문헌

의 국제  유통, 해외 원자력문헌의 국내 확산  자정보인 라 구축을 통

하여 국내 원자력 발 에 기여함을 목 으로 한다. 

   

Ⅲ . 운 의 내용  범

- National Center 활동 

  INIS 사무국과의 상호 력  창구로서 INIS 데이터베이스의 운

과 련한 정책 , 기술  조를 하며, 국내 이용자에 한 기술  지원을 

수행하고, INIS 사무국과의 련 통계자료 등을 교환하 다. 

- INIS 데이터 입력활동 

  INIS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이 제공하는 INIS 입력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ㆍ활용하므로, 국내에서 간행되는 원자력 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

력 기술규칙에 따라 입력  송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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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S 정보서비스 활동 

  INIS 입력 결과물인 INIS CD-ROM DB, INIS ATOMINDEX, INIS 

NCL(원문헌) CD-ROM 등을 이용하여, INIS 데이터베이스 검색, INIS SDI 

서비스, 원문헌제공서비스, 국/내외 이용자를 상으로 INIS2 DB Host Site 

(www.inis2.com)를 운 하고 있다. INIS2의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홍보활동

을 개하 다. 

- 자정보인 라사업 추진

  자정보인 라 사업은 자도서 (NUCLIS21) 서버를 교체하 고, 정보

리 리자시스템을 업그 이드 하 으며, 연구보고서에 한 원문DB를 구

축하 다. 한 Web DB  자  등 디지털컨텐츠 정보자료를 수집하

으며, 지식경 시스템 운   연구기록물 리에도 노력하 다.  

   

Ⅳ . 운 결과  활용계획

- 년의 INIS 입력량은 3,738건으로 2002년부터 3,000건 이상 입력하는 

입력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 다. 원자력 련 국내 출 물의 포 인 

입력을 하여 국가센터의 역할 향상과 지속 인 노력과 산 확보가 필요

하다. 국내ㆍ외 이용자에게 INIS2 DB Host Site를 통하여 국제원자력 정보 

확산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의 연구생산성을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자도서 (NUCLIS21) 시스템 서버를 교체함으로써 안정 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 한 정보 리 리자시스템을 업그 이드함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Web DB  자  등 디지털컨텐츠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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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 Project Title

Construction of nuclear special information service

II. Objective of the Projec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is to support nuclear research and 

development by playing a role of specialized information center of nuclear 

energy in the country, national center of IAEA/INIS and construction of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 national center of IAEA

 Domestic INIS project has carried out various activities on supporting 

a decision-making for INIS Secretariat, exchanges of the statistical 

information between INIS and the country, and technical assistance for 

domestic end-users using INIS database.

- Input to the INIS database 

 Based on the construction of INIS database sent by member states, 

the data published in the country has been gathered, collected, and 

inputted to INIS database according to the INIS referenc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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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IS information services

 Using the INIS output data (INIS CD-ROM DB, INIS ATOMINDEX, 

INIS NCL<non-conventional literature> CD-ROM), it has provided 

domestic users with searching INIS CD-ROM DB, INIS online database, 

INIS SDI service, and non-conventional literature delivery services. INIS2 

DB Host site in Korea has serviced users of domestic and INIS member 

countries. In order to maintain the same data as Vienna center, the data 

update process has been performed. Also, publicity information activities 

were performed by many ways.

- Promotion of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To construct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we changed web server 

of NUCLIS21 and upgraded information management manager system and 

constructed full text DB on research and technical reports. Also we 

collected web DB, digital journals and so on and made an effort on 

operation of knowledge management system and research documents 

management.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 We have inputted over 3,000 records per year since 2002 and the 

input amount this year has reached 3,738 records. In order to input the 

comprehensive domestic publication related to nuclear energy, and rise in 

position of the national center,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and 

support budgets. We expect the INIS2 DB Host site will mak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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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 the nuclear energy 

research as well as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about nuclear energy.

- We provided users with stable services changing web server of 

NUCLIS21. Also we contributed to the improvement of librarians' produc- 

tivity by upgrading information management manager system and 

provided users with services of web DB, digital journal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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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로 표기) 산하

의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이하 INIS로 

표기)은 원자력정보를 평화 으로 이용하기 하여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원자력

련 기술정보(연간 약 10만 건)를 국가 간의 력에 의해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

하고 그 정보를 필요한 이용자에게 시에 공 하기 하여, IAEA가 심이 되어 

1969년도에 설립한 원자력분야의 국제 인 정보유통시스템이며, INIS의 총 회원 국

가는 2008년말 재 119개국과 INIS에 참가하는 주요 국제기 으로는 CERN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NR(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NEA(Nuclear Energy 

Agency, OECD), WEC(World Energy Organization) 등 23개 기 이다.  

INIS의 운 은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련 문헌을 회원국의 INIS National 

Center가 INIS 기술규칙에 따라 가공ㆍ처리하여 입력하는 분산방식(Decentralized 

System)을 채택하 으며, 사무국에서는  세계의 회원국으로부터 입력된 서지 데

이터를 산처리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  각종 출력

물을 제작하여 다시 회원국에게 공 하는 역할을 한다. 

INIS 사무국은 INIS 웹사이트 개선, 메타 데이터 추출 도구(MET<Metadata 

Extracting and Editing Tools>), INIS 컴퓨터보조색인시스템(CAI<Computer- 

Assisted Indexing System>), INIS의 디지털보존  이용자 설문조사 등 INIS 

National Center가 보다 효율 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INIS는 그 어느 정보시스템보다 회원국의 National Center 역할이 요한 만큼, 

본 보고서에서는 2008년에 INIS 사무국과의 상호 력  원자력 문정보센터로서의 

INIS 데이터베이스 운 과 련한 국내 이용자에 한 기술  지원활동, INIS 데이

터베이스 검색, INIS SDI 서비스, 원문헌 제공 등의 서비스 활동 그리고 국내에서 

간행되는 원자력 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력 기술규칙에 따라 입력하고 송부하

는 데이터 입력활동을 심으로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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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도에 INIS2 DB Host site(이하 INIS2)의 본격 인 운 으로 년도에도 데

이터의 신속성을 유지하기 하여 IAEA INIS 사무국과 긴 한 조 체제로 DB를 

주단 로 갱신하 고, INIS2를 리 홍보하기 한 활동을 극 으로 개하여 이

용량이 증가하 다.

  년도 정보인 라사업은 자도서 (NUCLIS21) 서버를 교체하 고, 정보 리 리자

시스템을 업그 이드 하 으며, 연구보고서에 한 원문DB를 구축하 다. 한 Web DB  

자  등 디지털컨텐츠 정보자료를 수집하 으며, 지식경   연구기록물 리에도 노

력하 다.

년도에 과제 련 논문 1편과 발표 1편을 하 다. 이지호 책임기술원이 " 문도

서 의 블루오션 창출을 한 사서의 역할  업무 역 다변화"에 한 논문을 한

국문헌정보학회지 제42권 제3호(2008. 9. 30)에 게재하 다. 한 오정훈 책임기술원

이 “ 자회색문헌과 도서 서비스 - 한국원자력연구원 Case Study”란 제목으로 

2008. 10. 8-10 주에서 개최된 제45회 국도서 회 과학기술정보 리 의회 세

션 세미나에서 발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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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INIS National Center 활동  

우리나라는 1969년 INIS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

당해 오고 있다. 년도 INIS DB의 입력량은 3,738건으로 작년 비 6% 증가 하

으나 작년도 세계 6 에서 7 권으로 1계단 내려왔다. 원자력 입력 강국으로서 

IAEA에서 주도 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재 INIS 연락  (Liaison Officer)은 

교육과학기술부 원자력정책과의 박병  사무 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원자력

문 연구기 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보 이 INIS 국가센터(National Center)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 부 연락  역할은 이지호 책임기술원이 담당하고 있다.

INIS 국가센터에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자력 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후 

INIS DB에 입력하여 INIS 본부에 송부하는 한편,  세계 원자력 련 정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확산, 보 시키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고 있다. 한 이용자와 INIS간

의 창구 역할과, INIS 데이터베이스의 운 에 정책 , 기술 으로 참여하고 

INIS 정보의 국내 활용 통계자료, 국내 연간 활동보고  국내 INIS 이용자에 한 

기술  지원 등의 업무를 갖는다. 국내에서의 연 별 주요 INIS활동은 다음과 같다. 

1969년 : INIS에 가입  

1978년 : 국내의 원자력정보의 INIS에 입력 개시

1979년 : INIS SDI 서비스 실시 

1980년 : INIS-RS 시스템 개발  RS 검색용 File구성시작 

1982년 : Worksheet에서 OCR 방법으로 입력시작 

1984년 : Dacom-net을 통한 IAEA computer 교환망에 가입.

        OCR 입력방식에서 personal computer를 이용한 diskette입력.   

1985년 : INIS on-line 검색을 통한 RS 서비스 실시   

1991년 : INIS CD-ROM을 통한 검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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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 : FIBRE (Friendly Input Bibliographic REcords)를 이용한 INIS 입력  

         이메일에 의한 입력데이타 송부 (인터넷 활용)

1994년 : Network을 통한 INIS CD-ROM 검색

1997년 : INIS SDI 서비스 Web기반으로 정비 

1998년 : INIS full-text CD-ROM 도입  활용 

1999년 : INIS와 ETDE 데이터통합을 한 공동 주제분류표 통합 작업

2000년 : INIS와 ETDE 공동 주제분류표  WinFibre 3.0 사용

2001년 : INIS DB Mirror Site 한국내 설치 결의

2002년 : INIS DB Host site 한국내 설치

2003년 : INIS2 DB Host site 구축 완료  시범서비스 제공 시작

2004년 : INIS2 DB Host site 공식 서비스 제공

2005년 : INIS2 DB Host site 서비스 유료 운

2007년 : INIS DB 원문(full-text) 서비스 실시  

 

INIS 운 과 련한 제반 사항은 사무국과 각 회원국의 연락 들이 격년으로 개

최되는 INIS 연락 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연락 회의는 INIS운 에 필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등 INIS 운 의 심이 되는 회의로서,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근의 INIS 운  방향과 비 을 알 수 있다. 

2008년 11월 3일부터 5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34차 INIS 연락 회

의(The 34th Consultative Meeting of the INIS Liaison Officers)에 이지호 책임기

술원이 참가하 으며, 토의된 주 내용은 아래와 같고, 결의된 사항은 <부록 1>에 

수록하 다. (참조 KAERI/OT-2085/2008 제34차 IAEA/INIS 연락 회의 참가보고

서)

 

- INIS 향후 기 략(2007-2011) 설명

- INIS 연락  각 회원국 이용자 상 설문조사 내용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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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AI(Computer Assisted Indexing) System  MET(Metadata Extracting and   

   Editing Tools: 2009년 완성 정) 설명

- ETDE Update 설명

- 제11차 INIS-ETDE 공동 미  결과 보고

- INIS Atomindex를 XML 출력포멧으로 발행하여 2009년 1월부터 배포 정

- INIS Subject Categories 갱신  추가: INIS/ETDE 합동 워킹그룹에서 안을   

  만들어 상정하여 통과됨(2009년부터 용 정) 

  <갱신>

   ► S71 Classical and Quantum Mechanics, General Physics

   ► S72 Physics of Elementary Particles and Fields

  <추가>

   ► S77 NanoScience and NanoTechnology

   ► S96 Knowledge Management, Preservation and Capacity Building

   ► S97 Mathemaics and Computing

- INIS 공동 마  계획: SWOT 분석을 통한 Action Plan 선정하 으며, INIS   

  로모션  마 에 한 회원국 간의 경험 공유

- Data Capture  분석 툴

 2008년 1월 30일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의 지식자원부 Yukinobu 

Mineo 부부장, Takeyasu Fukazawa, Takeshi Oshima가 우리나라의 INIS 국가 센

터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보 을 방문하여 기술정보  직원과 함께 도서 과 

INIS2 서버가 있는 산소를 시찰하 다. 한 이지호의 사회로 INIS와 지식경 에 

하여 회의를 하 으며 KAERI  JAEA에서 각각 주제 발표(이지호 INIS 부연락

, 이규정 책임행정원, Mineo)를 하 고 의견 교환을 하 다. 련 자료와 사진은 

<부록 2>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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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입력활동  

제1  자료 수집  선정

 
 INIS National Center로서의 가장 요한 업무 의 하나는 데이터 입력이다. 이 

입력을 하여 수집 상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원자력 련 모든 자료이나, 한국원

자력연구원에 입수되는 자료를 주로 입력하 고, 필요한 자료는 해당기 을 방문하

거나 의뢰하여 입수하 다. 기술정보 에서 입수한 국내에서 발간된 자료(학술지, 

연구보고서, 학간행물, 회의자료 등)를 수시로 체크하여 입력 자료를 선정하 다. 

입력 상이 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물리 으로 책자형태는 물론이고 오디오,  

비디오매체  디지털형식까지 원자력에 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가 상이 된다. 

종류별로는 학술지 논문, 연구/기술보고서, 단행본, 회의자료, 학 논문, 특허 등이 

상이다. 2007년도에 입력한 117,447건(2006년 비 4% 감소)의 INIS 데이터베이

스를 구성하는 문헌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림 1>과 같이 학술지 논문이 80,885건

으로 69% 이상을 차지하고, 보고서가 11,089건으로 9%, 도서가 6,479건으로 6%, 기

타 1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1> 2007년 입력 INIS 데이터베이스 형태별 문헌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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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발행기  

    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한화학회 

    2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부식학회

    3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Radiation Protection 
 한방사선방사학회

    4  Journal of Korean Chemical Society  한화학회지

    5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한국원자력학회 

    6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한국물리학회 

    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비 괴검사학회

    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한국해양학회 

    9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Radio-

 logical Technology
 한방사선기술학회

 

     <표 1>  INIS 국내 주요 학술지 목록    

수집된 자료들을 상으로 INIS의 기 에 부합하는 문헌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

루어진다. INIS에서는 입력 자료의 기 을 INIS 주제범 (IAEA-INIS-3: INIS 

Subject Categories and Scope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과학기술문헌으로 최근 5년 

안에 자국에서 출 된 문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에서 요

하다고 여기는 자료는 6년 이상 된 자료도 입력 상 자료에 포함한다.

1. 정기간행물 

입력 상자료 선정을 해 정기 으로 조사하는 학술지  학교 논문집 등의 

목록 (regularly scanning journal list)은 <부록 3>에서 볼 수 있듯이, 2008년 재 

총 74종이다. <부록 3>에 수록된 학술지  수록된 논문이 최근 3년간 (2006 ～ 

2008) 최소한 1건 이상 선정된 학술지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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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제                목    발행기  

   10
 Korean Journal of the Environment    

 Biology
 한국환경생물학회

   11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한기계학회 

   12  Physics & High Technology  한국물리학회

   13  Korean Journal of Radiology
 Korean Radiological

 Society

   14  기계   한기계학회 

   15  한 속학회지  한 속학회 

   16  한기계학회논문집 A,B  한기계학회

   17  한 상의학회지  한 상의학회 

   18  한방사선종양학회지  한방사선종양학회

   19  한핵의학회지  한핵의학회

   20  방사성폐기물학회지  방사성폐기물학회

   21  부식과 방식: 한국부식학회보  한국부식학회

   22  분석과학  한국분석과학회 

   23  새물리  한국물리학회 

   24  요업학회지  한국요업학회

   25  원자력산업  원자력산업회의 

   26  응용물리  한국물리학회 

   27  한국결정성장학회지  한국결정성장학회

   28  한국재료학회지  한국재료학회 

   29  화학공학  한국화학공학회

   30  화학교육  한국화학공학회

2. 회의자료 

원자력 련 학회의 학술 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수집되는데, 이 논

문들의 많은 양이 젠테이션 주로 작성되어서 록  본문 등의 서지포맷을 

갖추고 있지 못하다. 따라서 입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자료에 비해 많이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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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 호                     회 의 명  

    1  Proc.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2  Proc. of the KSME

    3  Proc. of the APCTP-ICTP Joint International Conf.

    4  Proc. of ISOFIC

    5
 Proc. Of the Sympo. On Radiation Protection and    

 Radioactive Waste

    6  Proc.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7  Symposium on Laser Spectroscopy

    8  Proc. of KSNM

    9
 Proc. of the Korea-China Workshop on Nuclear Waste

  Management

   10  Proc. of Inter. Symp. on Radiation Safety Management

   11  Proc. of ISRRNS

   12  International Workshop on Cold Neutron Utilization

   13  KAIF-JAIF seminar on nuclear industry

   14  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15
 Proc. Of the Joint International Waste Management 

  Conference

요된다. 최근 3년간 (2006 ～ 2008) 입력 상으로 수집  선정된 회의자료는 <표 

2>와 같다. 

<표 2> INIS 국내개최 회의자료 목록 

3.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가 거의 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로 

RR(연구보고서),  TR(기술보고서), AR(기술 황분석보고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집된 보고서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간행물이 부분으로 그 주제가 거의 INIS주

제범 에 합당하여 거의 량 선정ㆍ입력된다. 한국원자력안 기술원 보고서도 입

수하여 입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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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입력 상자료의 다양화  포 성을 해 원자력 련 국내 Computer Medium 

자료의 수집도 계속하고 있다. 이외에도 새로이 구입한 도서류의 정보를 얻기 해  

정기 으로 스캐닝하며, 회의정보의 수집을 해 자게시  등을 이용하고 있다. 

제2  자료 입력   

  

2008년도 INIS 입력량은 123,536건으로 INIS 데이터베이스의 코드 수는 총 

3,013,688건이나, 2008년까지 우리나라가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양은 31,474건

으로 불과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을 따름이다. 참고로 2007년 INIS 입력 황을 국

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독일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6%로 가장 많으며, 

러시아, 랑스, 일본이 4%, 라질, 한국, 미국, 국이 3％ 이상의 높은 입력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폴란드, 인도 순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6 를 차지하 으며, 

IAEA 사무국과 원자력 입력 선진국 10개국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양이 체의 84%

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3>은 2005-2007년 INIS 국가별 입력 황을 나타낸다. 

                    

       
                  <그림 2> 2007년 국가별 INIS 입력 황

※ DE: 독일, RU; 러시아, FR: 랑스, JP: 일본, BR: 라질, KR: 한국, US: 미국,       

     CN: 국, UA: 우크라이나, PL: 폴란드, IN: 인도, CA: 캐나다, RS: 세르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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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문 

  헌 

  별 

 도서

(회의자료)
 454 2,264 1,694 2,082 1,757 2,431 1,918 1,157

학술지 1,330 662 1,166  881 1,030  292 1,122 2,015

보고서  291 139 230 174  486  625 476 566

  합    계 2,075 3,065 3,090 3,137 3,273 3,348 3,516 3,738

                 

                <그림 3> 2005-2007년 국가별 INIS 입력 황

국내에서 입력한 데이터를 문헌형태별로 살펴보면 <표 3>과 같이, 매년 입력건수

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NIS 입력량은 회원국의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

분야의 발 척도  연구 활동의 활발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

나라는 외부 INIS 주제 문가를 활용하여, INIS 입력량 증 에 노력한 결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국가 인 상을 제고하고 있다.   

  <표 3> INIS 문헌형태별 입력건수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은 데이터가 출 된 후 얼마나 신속히 입력되느냐에 달려

있다. INIS에서 제공하는 2007년도 통계에 의하면 데이터가 출 된 후 입력되기까

지의 시간이 평균 24개월이며 국내의 경우는 20개월로 나와 있다. <표 4>는 INIS 

입력 데이터 time lag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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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헌 별  INIS 평균 time lag (월)  국내 평균 time lag (월)

  보 고 서           78            10

  학 술 지           12            25

  단 행 본           31            11

   평 균           24            20

<표 4> INIS 입력데이터 time lag

데이터의 입력은 크게 2가지로 별되는데,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부분과 

주제분야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INIS 데이터베이스는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발행되

는 자료를 입력하게 되므로, INIS 사무국은 다양한 언어와 형식을 수용하는 기술규

칙을 제공하고 있다. 입력에 필요한 INIS 참고문헌  서지사항과 련된 자료로는 

Descriptive cataloging rules (IAEA-INIS-1), Descriptive cataloging samples 

(IAEA-INIS-2), Terminology and codes f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IAEA-INIS-5), Authority list for corporate e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IAEA-INIS-6), Authority list for journal titles 

(IAEA-INIS-11) 등이 있고, 주제분석 련 자료로는 Subject categories and scope 

description (IAEA-INIS-3), Instructions for submitting abstracts (IAEA-INIS-4), 

Thesaurus (IAEA-INIS-13)등이 있다. 각 퍼런스별로 개정시기가 다르며, 근래에

는 부분의 퍼런스들이 입력용 로그램(WinFibre)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다. 

1. FIBRE

  INIS 주제범 에 맞게 수집ㆍ선정한 자료의 입력은 INIS에서 제공하는 입력용 

로그램인 FIBRE (Friendly Input Bibliographic REcords)를 활용하여 데이터 작

업을 한다. 

FIBRE의 기능을 살펴보면, 동일한 tag를 갖는 문헌 형태에 따라 별도의 매트릭스

를 생성할 수 있다. 를 들면, 한 회의자료에 수록된 여러 편의 논문을 입력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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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tag 100), 서명 (tag 200), 조사항 (tag 500)을 제외한 회의정보 (tag 

210-215), ISBN (tag 320), 출 정보 (tag 401-404), 언어 (tag 600) 필드가 동일하

므로 이 회의자료에 맞는 매트릭스 일을 생성하여 복되는 tag의 입력을 일 

수 있다. 한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tag별 spelling  구두  체크 기능을 이

용해 데이터를 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FIBRE가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제분석과 같은 기본 인 인간

의 지능을 요구하는 작업을 신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의 입력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재 2007년 1월에 발행한 WinFIBRE 3.0.4를 사용한다.

2. 서지사항 입력 

  INIS 데이터 코드는 가변장 구조로 각 필드를 tag로 나타낸다. 입력문헌에 

한 일반 인 정보를 지시하는 header부분과,  서지정보 tag을 살펴보면  <표 5>,  

 <표 6>과 같다. 모든 서지사항은 어로 입력하며, 제목이나, 자 등이 한 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어로 번역하여 입력한다.

 

                        <표 5> INIS Header 

   tag                  header 

   001  임시 코드번호 ( temporary record number ) 

   007  연  코드/임시 코드 번호 ( related RN/TRN )

   008  서지통정데이터 ( bibliographic control data )

3. 주제분석 

  디소러스에 의한 주제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INIS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헌의 주제분석이라 할 수 있다. 효율 인 주제분석

을 해서는 입력 상 문헌의 주제배경도 필요함은 물론이며 디소러스에 들어있는 

디스크립터로 주제를 표 하는 테크닉도 필수 이다.  

INIS의 주제분석 련 tag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제범  선정, 색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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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서지데이터 요소 ( bibliographic data elements )

   100  개인 자 ( personal author / editor )

   107  공동 자 ( collaboration )

   109  기 단체 ( funding organization )

   110  단체 자 ( corporate entry )

   111  학 정보 ( academic degree )

   200  본 서 명 ( primary title )

   210  회의명 ( conference title )

   211  회의장소 ( conference place )

   213  회의일자 ( conference date )

   215  원회의명 ( original conference title )

   229  학술지명 ( full journal title )

   230  원서명 ( original title )

   250  차 ( edition )

   300  보고서/ 특허 번호 ( report / patent number )

   310  보고서/특허 제2번호 ( secondary numbers )

   320  isbn / ipc/ issn

   321  coden

   330  계약/ 로젝트 번호 ( contract/project number )

   401  출 지 ( place of publication )

   402  출 사 ( name of publisher )

   403  출 년 ( date of publication )

   500  조사항 ( physical description )

   600  출 언어 ( publication language )

   610  주기사항 ( general notes )

   611  원문헌 입수정보 ( availability )

업, 록작성의 3단계로 별된다. 이외의 주제분석 작업으로는 문헌지시자 추가 

(data flagging)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이 있다.

 

                 <표 6> INIS 서지정보 tag 목록 

  가. 주제범  선정 

2001년부터 INIS는 ETDE의 주제분류를 통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제범 는 아

래와 같이 크게 6개의 Main Categories와 21개의 Sub categories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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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g      주제 데이터 요소 

   008   주제범   문헌지시자 (subject categories, data flagging)

   620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

   800

   811

  디스크립터 (descriptors) 

  추가 디스크립터 (proposed descriptors)

   860   록 (abstracting)

     ⇒ Basic Scope Issues: Nuclear Safety, Nuclear Power, Research     

        Reactors, Nuclear Technology, Non-Power Applications,

        Nuclear Science

     ⇒ Fringe Areas: Economic, Political, Environmental, Legal and

        Sociological Aspects in Nuclear Context, Environmental and

        Economic Impact of Non-nuclear Energy and so on

<표 7> INIS 주제분석 tag 목록

           

하나의 문헌에 최소한 1개 이상 최  3개 이하의 주제범 를 선정해야한다. 단, 2

개 이상의 주제범  선정시 동일 계층구조에 속하는 주제범 나 하부주제범 의 선

정은 피해야 하며, 각 주제범 에 정의된 스코 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2008년 국내

입력문헌의 주제범  선정 개수는 문헌당 약 1.3개 수 이며, INIS 체입력문헌의 

경우는 1.4개 수 이다.  2007년도 INIS에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는 <그림 

4>와 같다.

 나. 디스크립터 선정 

디스크립터 선정 작업의 목 은 보다 효과 인 검색을 해서이다. 따라서 색인 

작업은 문헌의 'concepts'를 좀 더 자세하게 표 하는 것으로, 색인자는 자신이 이

용자의 입장에 서서 디스크립터를 선정해야한다. 다른 모든 주제분석도 마찬가지로 

계속 인 실습과 주제  배경을 넓 가는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원자력분야의 과학ㆍ기술 발 에 보조를 맞추어 갱신하는 것이 디소러스 개발의 

목 이므로, 입력과정  문헌의 'concepts'를 표 하는 디스크립터가 디소러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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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인 경우 입력자가 디스크립터를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신규 디스크립터는 별도

의 용지에 ‘narrow terms', 'broad terms', 'USE/ SEE reference' 등의 계층구조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디스크립터의 선정 개수는 국내의 경우 문헌당 략 8개 

수 이며, INIS 체 입력문헌의 평균 개수는 9개 정도이다. 

     

           <그림 4> 2007년도 입력한 INIS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 

다. 록 작성

입력할 문헌에 문의 자 록이 있는 경우는 문헌의 내용을 자가 가장 잘 표

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거의 부분이 수정 없이 자 록을 입력하게 되나, 

록자체가 없거나 문 록이 없는 경우는 록을 작성하여 입력하게 된다. INIS에

서는 자 록과 제3자 록을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다. 

록을 작성할 때는 연구 주제, 연구 목   범 , 실험방법, 결과, 결론 등의 내

용이 포함된다. 록 작성은 주제배경이 필수인 작업으로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록의 길이는 6,000자까지 작성할 수 있다. 최근에 부분 자가 록을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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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때문에 입력자가 직  록을 작성하여 입력한 자료의 비율을 보면 체 문

헌수 비 약 1% 이하의 극히 은 수 이다.

 

제3  송부  결과 수   

이상과 같이 주제분석까지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된 데이터를 INIS사무

국에 송부해야 한다. 비시  문헌의 원본은 DVD에 다운받아 우편으로 송부하며, 

Winfibre 데이터는 이메일로 송부한다.

Time lag을 이기 해 가능한 한 자주 데이터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08년에는 19번에 걸쳐 송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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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정보서비스 활동

  

2009년 INIS 데이터베이스는 체 코드 수가 300만 건을 넘어섰으며, 매년 약 

100,000건씩 이상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INIS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한 입력

과 더불어 INIS의 가장 요한 과제이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정도는 INIS 사무국, 

국가센터, 이용자의 심정도, 주변 환경 등에 달려 있다. INIS 출력물을 활용한 정

보서비스를 효율 으로 이용하기 해서는, 국가센터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산환

경도 매우 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이용자의 다양한 산환경을 고려하여 

INIS출력물들을 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  INIS 데이터베이스 활용

 1. INIS CD-ROM DB 활용 

 

INIS사무국에서 INIS 데이터베이스를 월단 로 CD-ROM CD를 제작하여 배포 

 매하게 됨에 따라 우리 연구원은 이를 입수하여 CD-Net을 통하여 활용하

다. INIS CD-ROM을 필요로 하는 기 은 각 기 에서 구입하여야 하며, 우리 연구

원은 INIS에서 CD-ROM 데이터베이스를 기증으로 입수하여 활용하고 있다.

2. INIS 온라인 검색서비스 

CD-ROM 데이터베이스와는 별도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INIS 호스트에 직  연결

하여 INI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서비스가 있다. 특히 2006년부터 비시 자료 

 일부를 원문으로 볼 수 있도록 하 다. 1998년 INIS 사무국에서는 기존의 INIS 

온라인 검색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BASIS기반 하에 WEB 버 으

로 시스템을 재정비하 고, 2006년부터 INIS와 지식경 을 통합하여 운 하고 있다.  

국내 INIS 인터넷검색 이용료는 일 년간 구독하면 검색회수나 시간에 계없이 정



- 29 -

  이용자 형태  연간비용(US$)      비   고 

    개  인       400

  단 

  체

 학교       무료 기존 $ 400

 기업체      2,000

 연구소 

      800  직원 수 500명 이하

    1,600  직원 수 500명 이상 

액제로서 <표 8>과 같다. 단 연락 회의의 의결사항에 따라 Academic 기 (학교 

등)에는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었다.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검색서비스는 CD-ROM 데이터베이스의 설치에 필요한 

CD-NET용 장비 없이 이용할 수 있고 CD-ROM 데이터베이스가 월별로 갱신되는 

반면 온라인은 항상 새로운 데이터를 검색할 수 있는 장 이 있다. 한 국내 

INIS2 DB Host Site를 설치하여 운용함으로써 이용이 증가되고 있다.

                   <표 8>  INIS DB 인터넷 검색 이용료

 

제2  INIS SDI 서비스

INIS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에서 송부하는 최신 데이터들을 매주 단 로  모아 

ATOMINDEX라는 이름으로 2회분씩 CD-ROM으로 제작하여 회원국에 배포하고 

있다. ATOMINDEX는 2008년도 (V.37)에는 52회 (no.52)배포를 하 다. 

국내에서는 이 최신의 INIS데이터를 입수하여, INIS S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

다. INIS SDI 서비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심분야를 키워드로 표 하여 개인별 검

색 로 일을 구성한 후, 신규데이터 입수시 정기 으로 로 일과 데이터 일

을 매치시켜 이용자별 검색결과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79년 SDI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의 산  

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서비스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INIS사무국의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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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터 송부형태도 마그네틱테이 에서 1997년부터 CD-ROM으로, 이용자 SDI 신청

방식도 페이퍼에서 WEB으로, 이용자에 한 검색결과물 제공 형태도 페이퍼, 디스

켓, FTP 송, e-mail로 개선되었다.  

SDI 서비스 신청은 자도서  홈페이지(원내: http://nuclis21.kaeri.re.kr, 소외: 

http://kornis21.kaeri.re.kr)의 최신정보제공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자가 직  원하는 

자신의 심분야를 키워드로 입력하고 필요시 변경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용자는 

Web을 통해 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 <그림 5> INIS 

SDI 화면 참조. ) 2008년에도 이용자 서비스 확 를 한 홍보를 하 으며, 주요 이

용 황은 <표 9>에 나와 있다. INIS SDI 서비스 이용자는 2008년 12월말 기 으로 

307명이며, 등록된 로 일 수는 1,017건(원내 167명, 로 일 수 584건, 원외 140

명, 로 일 수 433건)이다. 

                     <그림 5> INIS SDI 화면



- 31 -

       기    명 이용자 수 로화일 수

한국원자력연구원        167       584

원자력안 기술원                  31        97

한국 력기술(주)                 11        40

한 원자력연료(주)               2         3

원자력발 연구원          2         5

한국기계연구원                     2        10

애경산업                          2        10 

건설                  2         2

한국자원연구원               2        10

한국과학기술원          4        16

서울 학교         11        28

한양 학교          5        24

연세 학교              5        17

제주 학교          4        20

충남 학교                       3         9

조선 학교          2        10

포항공          2         6

충북 학교          2         6

고려 학교          2         7

성균 학교          2         8

순천향 학교          2         8

기타         52        97  

계        307       1,017

         < 표 9 > INIS SDI 서비스기 별 주요 이용자  로화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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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INIS 원문헌(Full-text) 제공 서비스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문헌  연구보고서 등과 같이 일반 상업 인 경로

로는 입수할 수 없는 비시 자료에 한 원문을 CD-ROM으로 제작하여 매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도 이들을 구입하여 활용하고 있다. 한 2006년부터 

온라인을 통하여 일부의 원문을 검색할 수 있다. 이용자가 INIS 데이터베이스를 검

색한 후 회원국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등의 원문이 필요한 경우, CD-ROM 는 

마이크로피시 형태로 된 원문헌을 이용자는 이용가능하다. 한 잡지나 단행본의 

원문헌이 필요한 경우 소장여부를 확인하여 소장되어 있지 않은 자료의 경우 시

자료는 구입을 통하여 원문헌을 확보하며, 비시 자료(INIS Non-conventional 

Literature)는 마이크로피시나 CD-ROM으로 부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마이크

로피시를 하드카피로 복사하여 제공하고 있다. 비시 자료  소장하고 있지 않은 

자료는 타국의 INIS 입력센터나 혹은 INIS 사무국의  clearinghouse나 서지정보를 

입력한 national center로 연락하여 필요로 하는 원문헌을 입수할 수 있다. 

INIS 사무국에서는 1996년까지는 마이크로피시(약 310,000건 보유)로만 제작하다

가 1997년 (ATOMINDEX V. 28) 반 입력된 비시 문헌의 문(full-text)을 자

이미지화 하여 CD-ROM으로 제작하여 제공하고 있다.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

된 비시 문헌의 경우 원문헌 입수처가 회원국으로 되어 있는 경우 공식 인 원문

제공서비스가 가능하다.

한 우리나라에서 입력한 문헌정보에 한 원문을 다른 나라에서 요청하는 경우

도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외국으로 원문 제공한 건수는 4회 13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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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INIS2 DB Host Site 운

2003년에 INIS2 DB Host Site가 우리 연구원에 구축되어 국내는 물론 아시아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 시범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하 고, 2004년부터 INIS2 

DB Host Site를 공식 으로 서비스하게 되었다. 

1. INIS2 DB Host Site 시스템 운

 가. INIS2 DB Host Site 서버 운

   INIS2 DB Host Site 운 은 비엔나본부로부터 데이터를 주단 로 제공받아 

데이터를 갱신하는 작업을 한다. 갱신방법은 본부데이터의 변동이 생길 때 마다 본

부 서버의 정해진 경로에 데이터를 올려주고 ftp 방식으로 갱신 일을 가져와 

INIS2 서버로 올린 후 데이터 갱신작업을 실시하 다.

  

나. 이용자 리

  INIS2 이용자 리는 웹의 리자 모드에서 이루어졌으며, ID 방식과 IP(site 

license)방식의 두 가지로 이루어졌다.  2008년 12월 31일 재 <표 10>과 같이 국

내 41개와 국외 12개국이 서비스를 신청하여 활용하고 있다. 국외 신청기 은 인도, 

이란, 필리핀, 카자흐스탄, 미국, 캐나다, 호주, 과테말라, 타지키스탄, 라질, 아르헨

티나, 인도네시아 등이다.

다. Site 속 통계

  INIS2 DB Host Site 월별 속 통계는 <표 11>과 같다. 최근에 속횟수가 

차 늘어나고 있다. INIS2 DB는 비엔나 INIS 본부와 달리 원문을 원클릭으로 이용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용률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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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2003 96 56 1,020 804 127 698 599 719 537 160 311 55 5,182

2004 141 88 69 120 184 836 185 343 184 392 154 131 2,827

2005  49 33 420  91  98 172  88  95 435 354 547 454 2,836

2006 554 580 809 219 36 60 246 552 366 378 820 396 5,016

2007 558 648 802 234 778 667 217 534 73 550 789 35 5,885

2008 116 301 426 302 217 411 416 124 801 1,580 1,494 569 6,757

    회    명 일   시 장 소 비   고

 2008 한국화학공학회 추계

 학술표회
 10.23 - 24 부 산  장 시 참가

 2008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11.6 - 7 안면도  장 시 참가

국      내  

국  외
  학

연구기   

기업체
개  인

17 21 3 12

<표 10 > INIS2 이용자 신청 황

<표 11> INIS2 DB Host Site 월별 속 횟수

2. INIS2 DB Host Site 홍보 활동

가. 장 홍보

  INIS2 DB Host Site의 이용을 높이기 하여 2008년에는 아래 <표 12>와 같

이 학술발표회를 2회 참가하여 장 시를 하 다.

<표 12> 장 홍보활동 황

나. 기타 홍보

  한 신문, 학ㆍ 회지를 통해 보도 자료를 배포하여 홍보활동을 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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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자정보인 라 구축

년도에 기술정보  자정보인 라 사업은 자도서 (NUCLIS21) 서버를 교체

하 고, 정보 리 리자시스템을 업그 이드 하 으며, 연구보고서에 한 원문DB

를 구축하 다.  한 Web DB  자  등 디지털컨텐츠 정보자료를 수집하

으며, 지식경   연구기록물 리에도 노력하 다.  

 

제1  자도서 (NUCLIS21) 서버 교체

 

  기술정보 에서는 2001년도에 도입하여 7년 동안 운 해 온 자도서  시스템 

서버(SUN 5500, A5200)를 노후화로 인한 문제 을 극복하고 성능향상  안정

인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성능이 우수한 새로운 서버로 교체하 다. 

1. 자도서  황

  가. H/W  S/W 황

  SYSTEM 명 주   요   사  양 비  고

 SUN Enterprise
 5500
 (NUCLIS21)
 소내용
 -2001년도입-

 - CPU : 4*400 MHz 
 - MM : 4GB
 - DISK : 684 GBB

 o 소내 자도서  
   WEB  Server
 o 출반납시스템,
 o 검색시스템
  - 단행본, 연구보고서, 학술지
    원자력이미지, 사진자료 등
 o SDI, DDS시스템
 o 수서, 학술지 리시스템
 o 편목  DB구축시스템
 o 보고서 리시스템
 o 이미지DB 리시스템
 o 홈페이지 리

 - OS: SUN Solaris 7.0
 - DBMS: Oracle 8i
 - Middle Ware : TOInB
 - IR Engine : Verity Search 97
 - Web Base 구

Intel Xeon 6850 
   4Way Server 
    (원문서버)

 - CPU, 3.16GHz(1MB) * 2ea
 - RAM, 2GB * 2ea
 - HDD, 146.8GB * 5ea
 - Windows 2003 Server

 o 해외연구기술보고서 원문 DB
   - INIS/NCL, NTIS/SRIM 원문

 SUN Enterprise
 5500
 (KORNIS21)
 국민용
  -2002년도입-

 - CPU : 4*400 MHz 
 - MM : 4GB
 - DISK : 400 GBB

 o 국민 원자력정보제공용
   WEB Server
 o 검색시스템
  - 단행본, 연구기술보고서, 학술지
    원자력이미지 등
 o SDI, DDS시스템
 o DB  시스템 리
 o 홈페이지 리

 - OS: SUN Solaris 7.0
 - DBMS: Oracle 8i
 - Middle Ware : TOInB
 - IR Engine : Verity Search 97
 - Web Base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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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주요서비스 황 

    - 원내 정보제공 서비스(NUCLIS21)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연구업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정보 자료의 수집, 가공, 처리,  

   배포 등 기술정보 련 업무를 종합 으로 리하는 ‘정보 리 토탈시스템       

   (NUCLIS21)에서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검색인터페이스를 통하여 다양  

   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One-Stop서비스 제공

    - 국민 원자력정보제공 서비스(KORNIS21)

 원자력 기술분야 자료의 단행본, 연구기술보고서(책자/MF), 공개 가능한 연구보고  

   서의 서지  원문정보와 학술논문의 목록  록정보, 원문이용정보 등을 원자  

   력 분야 정보자원의 국가  활용도를 높이고자 국민을 상 로 서비스 제공

2. 기존 시스템의 문제

   신규 시스템으로 구축하기 이 에 운 하던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6>과 같

다.

  가. 하드웨어 측면

    - 운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른 CPU  내부 I/O 의 처리능력이 히 낮  

        아 빠른 서비스 처리가 어려움.

    - 스토리지의 용량부족  소 트웨어(Veritas Volume Mananger) 디스크 볼  

        륨으로 구성되어 디스크 IO 속도 하가 발생함.

    -  장비의 EOSL(End Of Service Life : 2008년 4월) 도래로 트문제 발  

        생시 빠른 교체가 어렵고 장애 발생 확률 높음

  나. 소 트웨어 측면

    -  운 시스템(Sun Solaris 2.7)  운  소 트웨어의 버 이 Low하여    

        보안 인 부분에 취약함 

    -  운  RDBMS(Oracle 8.1.7) 버 이 Low하여 보안 인 부분에 취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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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 버 에서는 더 이상의 Patch Update 안됨.

<그림 6> 기존 시스템 구성도 

3. 신규 시스템 구축

   기존 시스템의 문제 을 해결하고 보다 나은 서비스를 하여 교체한 신규시

스템의 구성도는 <그림 7>과 같으며 운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8>, <그림 9>와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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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스템 운  구성도(하드웨어)

<그림 7> 교체 시스템 구성도

  가. 신규시스템 구축의 개요 

    - 원활한 서비스 구축  국민 원자력정보제공시스템(KORNIS21) 서버와  

        의 데이터 이  등의 연동을 고려하여 사용 인 장비(SUN E5500, A5200)  

        와 동일제조사 제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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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시스템 운  구성도(응용 로그램)

    - 신규 장비에 최신 OS Solaris 2.10, 최신 버  Oracle Standard 10.2.0      

         운 으로 기존 취약한 보안 부분 해소 

    - S/W설치

       ․RDBMS 마이그 이션 : 기존 50 User분에 해당하는 데이터이   신규  

        20 User 설치

       ․NUCLIS21 자도서  정보시스템 이  설치 

    - 데이터베이스 이  : 자도서  메타데이터  원문데이터베이스

    - 시스템 모니터링 툴을 설치하여 시스템의 자원 에 한 통계 데이터 수집

  나. 기존 시스템과의 비교 

    - CPU  메모리

구분 SUN E5500(기존) SUN Fire 490(교체) 비고

CPU
UltraSPARC II 400Mhz 

4개
UltraSPARC IV+2.1Ghz 4개

Exeternal Cache 8M 32M 4배증가

메모리 4GB 16GB 4배증가

System interconnect Gigaplace 2.68GB/sec Sun Fireplane 9.6G 약3배

LAN FC방식-1000MB 1개 RJ-45-10/100/1000MB 2개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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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토리지: 연 20%증가량에 따른 5년 후 용량 산정

구분 SUN E5500(기존) SUN Fire 490(교체) 비고

총용량 800G 1.8TB 약 2배

디스크 IO 속도 10000 RPM 15000 RPM 1.5배

서버간 데이터 

송속도
1G 4G 4배

볼륨구성방식 소 트웨어(Veritas) 하드웨어 약1.5배

  

  다. H/W  S/W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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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 효과

  기존 7년 동안 운 해 온 자도서  시스템 서버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 을 

극복하고 성능향상  안정 인 신규 시스템으로 교체함으로써 자도서  서비스

를 안정 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아울러 국민 원자력 문정보제공 시스

템(KORNIS21)의 기반 시스템 역할도 안정 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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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정보 리 리자시스템 업그 이드 

  2001년도에 개발하여 운 하고 있는 정보 리토탈시스템( 자도서 의 리자 

시스템)에 하여 업그 이드를 하 다. 속한 내외  정보시스템의 환경변화에 

극 으로 응하여 최신 웹기술을 용한 정보 리토탈시스템의 리자용 모듈의 

업그 이드를 통하여, 기술정보 업무담당자의 업무생산성 향상은 물론 연구원들에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 다. 한 PDF 변환 서버 로그램도 업그 이

드 하 다. 

1. 업그 이드 개요 

  웹 기술의 발 에 따른 각종 이용자 인터페이스를 개선하고 사용자의 업무 효

율성을 최 한 증진하도록 개선하 다.  정보 리 리자시스템의 수서시스템, 편목

시스템, 열람시스템, 연속간행물시스템, 시스템 리모듈을 업그 이드 하 다. 

<그림 10> 기존 정보 리토탈시스템 로그인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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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신규 시스템 로그인화면

    업무별 메뉴 좌측에 배열과 하 메뉴의 상단 배치를 통하여 인식성을 향상시켰

고, 업무별 이동의 편리성 증 , 팝업창을 이어로 개선하고, 출력  통계기능 개

선  시스템 보안을 개선하 다. 주요 특징은 아래와 같다. 

    - 로그인 방식 변경: 시스템 이용자 권한설정 강화  기본모듈 개념도임

    - 메뉴구조 변경 : 좌측 메뉴 개념 도입

    - 상세페이지 호출변경 : 팝업페이지를 이어 기법활용

    - 간략페이지 구성변경 : 체 인 풀 스크린 기법활용

    - 엑셀기능 강화 : 엑셀 장 기능 추가

    - 용량 조회 기능 추가 : 용량(100만건이상) 조회토록 제공

    - ActiveX 컴포 트 최소화  배포 기능 강화

    - 라우  호환성 강화 : MS OS  IE 6.x상  버  완벽 지원

2. 수서시스템  

  수서시스템은 아래의 기능들이 개선되었다. 

  - 업무 : 1. 신청자료, 2. 선정자료, 3. 주문자료, 4. 클 임자료, 

           5. 검수자료, 6. 송 자료 

    - 리 : 1. 수증자료, 2. 취소자료 

    - 검색 : 1. 수서자료, 2. 계속주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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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계 : 1. 수서자료인계

    - 환경 : 1. 등록번호 리, 2. 환율 리, 3. 산코드 리, 4. 거래처 리 

<그림 12> 수서시스템  신청자료 리 화면 시

  3. 편목시스템  

    편목시스템은 아래의 기능들이 개선되었다. 

    - 업무 : 1. 서지간략정보, 2. 시리즈도서 리, 3. 우선처리요청 리 

    - 인수인계 : 1. 수서데이터인수, 2. 정리데이터인계 

    - 휴지통 : 1. 서지휴지통, 2. 등록번호휴지통 

    - 서지환경 : 1. 지역코드 리, 2. 고정장정보, 3. 구두 정의, 

                 4. 형태기술필드, 5. 막도움말 

    - 환경 : 1. 보고서기 코드, 2. 색인생성정보, 3. 한자사 , 

             4. 입력폼 리, 5. 개인환경 리, 6. 등록번호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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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편목시스템  서지 리 간략화면 구성 시

4. 열람시스템  

  열람시스템은 아래의 기능들이 개선되었다. 

    - 업무 : 1. 출반납, 2. 출정보 리, 3. 반납정보 리, 

             4. 약정보 리,  5. 변상 리 

    - 서비스 : 1. 실물도서확인요청, 2. 타도서 이용신청, 3. 반납알림요청

    - 리 : 1. 행랑정보 리, 2. 지정도서 리, 3. 소장도서 리

    - 인수 : 1. 정리자료인수 

    - 환경 : 1. 출규정 리, 2. 소속코드 리, 3. 별치/소장처 리, 

             4. 휴 일 리, 5. 통보메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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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열람시스템  출반납 메인화면 

5. 연속간행물시스템  

  연속간행물시스템은 아래의 기능들이 개선되었다. 

    - 체크인 : 1. 체크인 리, 2. 클 임 리, 3. 클 임내역 

    - 자  : 1. 자 리, 2. 컨소시엄 리

    - 제본업무 : 1. 제본업무, 2. 등록업무, 3. 송 업무 

    - 리 : 1. 리정보생성, 2. 정보 리 

    - 환경 : 1. 거래처 리 

6. 시스템 리  

  시스템 리 모듈은 아래의 기능들이 개선되었다. 

    - 업무 : 1. 리자 리

    - 코드 리 : 1. 분 리, 2. 코드 리, 3. 규정 리, 4. 서버정보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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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DF 변환 서버 로그램 업그 이드 

  워드 응용 로그램들이 버 업 되면서 기존 사용하던 PDF 변환 서버 로그램

으로는 원문 PDF를 생산하기가 곤란하여 기존 응용 로그램을 HaanQ 시스템으로 

업그 이드 하 다. 

<그림 15> PDF 변환 서버 로그램 구성도  

제3  연구보고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2008년도 연구보고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보다 신속한 원문 DB 

서비스를 제공하기 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 다.

 

   1. 사업의 목   필요성 

     가. 사업의 목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AERI 보고서의 디지털화  DB 구

축을 통하여 지식정보기반을 확립하고 고품질의 원자력 련 학술연구정보 서비스

를 제공하고자 함에 그 목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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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료 건 명 자 료 형 태 구 축 량

연구보고서 원문 DB PDF 100 건

     나. 사업의 필요성

       - 지식의 창출  활용정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 기반사회에서 

         연구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환경조성은 시 한

         과제이다.

       - 기존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자료의 지속 인 디지털화  연계 확 를 통

         해 정보 검색  원문 공동이용의 효율성을 증 할 필요가 있다.

   

   2. 상자료 구축내역

   3. 기 효과

       - 원자력분야 요 연구개발정보의 디지털 컨텐츠 DB구축을 통하여 원자력 

         지식정보 리 기반 구축

       - 원자력 연구정보자원 리  보 측면에서 효과  리 가능

       - 자료 분류 체계의 일 성 유지가 가능하게 하여 자료의 효율  검색 가능

       - 연구자 자료수집의 시간  비용을 감하고 학술연구경쟁력 강화

제4  지식경 시스템 운   연구기록물 리

 1. 지식경 시스템 운

  가. 사업의 목   기 효과

   지식경 (Knowledge Management; KM)의 목   기 효과는 개인이나 조

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머릿속에서만 는 내부 으로만 가지고 있는 연구/업무 

노하우 등과 같은 암묵  지식과 회의자료 등과 같은 형식  지식을 체계 으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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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 인 지식으로서 공유하고, 공유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지

식을 창출하거나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조직 체의 연구경

쟁력을 높이는 것이다.

    나. 지식경 시스템 운  실

     (1) 지식경  업무 개선(안) 확정  시행

       o 2004년부터 시행 인 지식경  업무의 제반 황을 분석하여 문제 을   

         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2008년  순차   

         으로 시행되었음.

       - 지식마스터 면 개편

       - CoP 정리

       - 등록지식 검      

     (2) 지식경 운 규정 개정(’08.8)

       o 지식경 업무개선(안) 시행을 하여 사  련 규정을 개정함

       - 지식마스터의 자격요건 등

     (3) 지식마스터 면 개편  인사발령(‘08.8)

       o 담당업무, 문성  지식경  참여도를 고려하여 맵별 지식마스터를 

         면 재검토하여 조정하고 인사발령으로 책임감을 갖도록 하 음. 

     (4) CoP 폭정리(‘08.4)

       o CoP 운  황을 검하여 운  실 이 미비한 CoP를 폭 정리함.

       - 2008년  104개 CoP 폐쇄

     (5) 등록 지식 검(‘0811-12)

       o 등록 지식  보 가치가 없는 지식을 선별하여 보 지식의 질의 높이기  

         하여 신규 임명된 지식마스터들이 기존 등록된 지식을 검하도록 함. 

       - 2008년  157건의 지식 정리

     (6) 포상

       o 지식 마일리지 포상(‘08.10)

       - 마일리지 500  이상 11명(600,000원 상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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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08 지식인상 추천자료 작성  추천(‘08.7.12)

       - 개인상 2명, 단체상 1부서, CoP 1부서 

     (7) 기타  지식경  일상업무 수행

       - 신지식 등록 수부여  감사 메일 발송

       - 마스터 검토기간 지체 여부 체크  통지

       - 베스트 지식 선정 

       - CoP 개설/ 단 등 요구 조치

 2. 연구기록물 리

  연구기록물은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의 연구(기술)보고서, 지 재산

권, 연구논문, 연구(실험)노트, 설계도면, 노하우, 회의자료 등 다양한 지식정보로 구

성되어 있으며, 그  연구보고서  지 재산권 등은 오래 부터 비교  잘 리

되고 있으나 연구노트 등은 그 요성에 비하여  리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

서 기술정보 은 연구기록물 리  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  가장 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연구노트 작성  리 사업을 2007년도에 시작하 다. 2008년도에는  

연구노트 작성 1차년도 시범사업을 마무리하고 2차 시범사업을 시작하 다.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발표 는 

지식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하며, 이하 연구노트

작성  리 사업에 하여만 기술한다.

  가. 사업의 목   기 효과

연구노트 작성 사업의 목   기 효과는 아래와 같다.

 - 기술  노하우의 축   수로 연구원의 논문작성, 특허출원, 기술이     

   과제 리에 활용되며 후발 연구원이 그동안 축 된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하여 연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 미국 특허법에 의한 “선발명주의” 응 근거, 기술이 시 “연구노트 실사” 비  

   와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여 연구원의 소 한 지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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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본부단 분야과제단 비  고

우수(80 이상) 2(28.6%) 10(35.7%)

보통(51 -79 ) 3(42.8) 13(46.4%)

미흡(50 이하) 2(28.6%) 5(17.9%) *미평가1포함

합   계 7(100%) 28(100%)

구 분 본부단 분야과제단 비  고

우수(80 이상) 2(28.6%) 10(35.7%)

보통(51 -79 ) 3(42.8) 13(46.4%)

미흡(50 이하) 2(28.6%) 5(17.9%) *미평가1포함

합   계 7(100%) 28(100%)

   산권의 보호  침해방지에 기여한다.

 - 부 한 공동 자  공동연구자의 방과 공동연구자의 기여율 책정 근거에  

   활용하는 등 연구윤리 향상에 기여한다.

     

    나. 2007년도 연구노트 작성  리 실

     (1) 2007년도 시범사업 개요

       o 상과제: 고 페기물 장기 리기술개발과제 등 7개 과제(부서)

       o 상인원: 170명 ( 정규직: 134명, 박사후연수생 등 36명)

       o 실시기간: ‘07.7.10 - ’08.2.29

       o 행정지원사항

        - 연구노트 신규 제작  배포

        - 연구노트 작성 교육 실시

        - 연구노트 작성용 성 펜 지

        - 연구노트 문 CoP 개설  정보제공

        - 연구노트 편람 발간

        - 연구노트 작성  리지침 제정

     (2) 2007년도 시범사업 자체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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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단위 평가결과

우수
29%

보통
42%

미흡
29%

우수

보통

미흡

분야과제단위 평가결과

우수
36%

보통
46%

미흡
18%

우수

보통

미흡

본부단위 평가결과

우수
29%

보통
42%

미흡
29%

우수

보통

미흡

분야과제단위 평가결과

우수
36%

보통
46%

미흡
18%

우수

보통

미흡

     

     (3) 2007년도 시범사업 설문조사결과

   o 해당업무에 한 연구노트의 필요성 여부

    -  필    요 :  6 5 명 ( 5 3 % )

    - 불필요: 46명(37%)

    - 기   타: 12명(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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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업무 연구노트 필요성 여부

필요

53%불필요

37%

기타

10%

필요

불필요

기타

  

       o 기 차원에서 볼때 연구노트의 필요성 여부

  -  필 요    :  7 4 명 ( 6 0 % )

  - 불필요: 32명(26%)

  - 기타   : 17명(14%)

   

기관차원 연구노트의 필요성

필요

60%

불필요

26%

기타

14%

필요

불필요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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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향후 연구노트 추진방법

   -  연구과제 확 : 24명(20%)

   - 국가연구개발사업만: 10명(8%)

   -  꼭 필 요 한  과제만 :  3 7 명 ( 3 0 % )

   - 시범사업 확 : 19명(15%)

   - 기타(무응답): 33명(27%)    

향후 연구노트 추진방법

30%

20%
15%

8%

27%

꼭 필요한 과제만

전 연구과제 확대

시범사업 확대

국가연구개발사업만

기타

  

       o 서면노트/ 자노트의 선호도 조사

  - 서면노트: 37명(30%)

  - 자연구노트: 27명(22%)

  -  서 면 . 자 병 행 :  3 9 명 ( 3 2 % )

  - 기타(무응답): 20명(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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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전자연구노트 선호도

32%

30%

22%

16%

서면/전자병행

서면노트

전자연구노트

기타

  

     (3) 기입식 설문조사 결과요약

   o 해당 과제의 연구노트 불필요 사유

    - 과제/업무의 특성상 불필요 의견: 20명

    - 이  업무 등 그 외 사유: 24명

   o 연구노트 양식

    - 연구노트가 두꺼워 휴   기재에 어렵다는 의견이 많음

   o 연구노트 리지침  작성방법

    - 연구노트작성여부의 선택, 연구노트 작성의 융통성 부여요구 등

      자율성을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옴

    - 증인 요건 완화에 한 의견이 많음

    - 작성 샘 을 제공해 달라는 의견이 4명 있음  

   o 자연구노트 도입에 한 의견

    - 찬성의견이 많은 편임  

     (4) 연구노트 시범사업 평가 원회 연구노트 검 결과 

   o 각 시범부서가 연구노트 작성  리 지침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을     

      해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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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반수이상의 과제는 부분 동 지침에 따라 우수하게 작성

   - 일부 과제는 증인서명 등 형식 인 요소를 배제하고  연구노트 작성 

   - 순수 연구부서가 아닌 일부 과제는 업무일지식 연구노트 작성

  o 반 으로 연구노트의 홍보  작성법에 한 장 지도 필요

   - 연구노트의 요성, 목  등의 인식부족으로 동기부여 결여

   - 목차의 효과 인 활용 방법, 수정  데이터 부착 방법 등 기본 인

     연구노트 작성법의 숙지 부족 

(5) 장 실사시 애로  건의사항

 o 증인 서명 조건 완화 등 증인 련 사항

  - 증인 선정 조건 완화( 재: 분야과제 외 동 분야 지식 유 직원)

  - 증인 서명 조건 완화( 재: 매 페이지 서명, 1주일에 한번이상 권고) 

  o 다양한 연구노트 제작

   - 하드표지/소 트 표지

   - 페이지가 은 노트

  o 업무 성격에 따라 연구노트 작성 면제

   - 지원부서/기원

  o 연구노트 작성 요건 완화

  - 개인별 연구노트 작성( 재: 과제*개인별, , 3과제참여시 3권)

  - 왼쪽 지면 자유 활용 등

 o 자연구노트 조기 도입

(6) 시범사업평가 원회 결론  건의사항

   o 증인 선정 기  완화 

    - 재: 타 분야 과제참여자  동 분야에 일정 지식이 있는 자

    - 조정: 유사 분야에 일정 지식이 있는 자 

   o 증인 서명 페이지  주기

    - 재: 매 페이지, 1-2주 내 1회(권고)

    - 조정: 신뢰성 유지를 해 행 유지 

   o 연구노트 양식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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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 100p 하드표지 노트

    - 조정: 50p 소 트 표지 노트 추가 제작하여 선택

      * 목차 확 요구는  4p 목차로 충분하므로 불채택    

   o 자연구노트 도입

    - 자결재의 연동 문서로 연구노트 개발

    ․텍스트 입력, 첨부물 추가, 기록자  증인 서명, 서명일 자동 등록 

       서명완료 후 수정 불가능 등 자연구노트 최소 요건 충족 가능

       (정보통신  개발)

    - 선정된 시범부서  자연구노트 시범 운

    ․시범부서에서 과제별 는 개인별 선택               

       <참고사항>

  자결재 연동 자연구노트 문제

     ․일반결재시: “부” 직원 문서 열람 가능

     ․보안결재시: 서명한 작성자/증인(선택)/과책(분야)만 열람 가능

     ․내용 검색  그랙픽 기능 등이 없어 효율  활용에 불편

     ․완료된 노트의 계정(과제)별 분류/ 장 기능 무(개인별 장)

    o 업무 성격에 따른 연구노트 작성 면제 여부

     - 재: 자문  단순 연구지원자 면제 가능(과제책임자 결정)

     - 조정: 행 유지

 o 연구노트 작성 요건 완화

    - 1개 노트에 여러 과제 기록: 불인정(50p 연구노트 사용 권장)

    - 1개 노트에 1과제 참여자 원이 기록: 보안 등 사유시 재도  가능

    - 왼쪽 지면 자유 활용(메모 등): 허용

   o 소내  련 지침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기간 동안은 최  자율성 인정

    - 단, 훌륭한 노트 작성을 해 지침 등은 권고사항으로 유지  홍보

다. 2008년도 연구노트 작성  리 실

     (1) 2008년도 시범과제 선정

       2008년도 연구노트 작성 시범과제는 2007년도 보다 약 2배 규모로 추진하기

로 하여 각 본부별 2개 과제를 기 으로 하여 각 본부별로 선정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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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50개 분야 과제 313명(정규직251명/기타62명)이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선

정되었음

     (2) 2008년도 개선 사항

       o 50쪽 연구노트 신규 제작  배포

         - 연구원들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소 트한 표지로 제작

    - 100쪽 연구노트 와 50쪽 연구노트  편리하게 선택

       o 자연구노트 제작  운

         - 연구원들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자연구노트 제작

    - 서면노트와 자노트  편리하게 선택

  o 연구노트 작성 기  일부 완화 용

         - 연구원들의 건의사항을 참고하여 기  완화

    - 같은 과제 내에서 인선정 가능 등

(3) 2008년도 연구노트 작성 지원 

 o 연구노트 작성법 교육(‘08.9)

        - 연구노트 작성 사례 심 교육 실시

        - 본소  정읍에서 각 1회 실시

 o 연구노트 작성  리지침 개정(‘08.11)

        - 자연구노트 반   증인의 비 수 임무 부여 등

 o 연구노트 편람 배포(‘08.8)

        - 연구노트 작성법  련 규정이 수록된 편람 제작 배포

        - 시범사업 참여자 원에게 각1권씩 지

     o 연구노트 작성 CoP 운 (‘07.6부터 계속)

        - 연구노트 작성법 등 수록  홍보

     o 연구노트 담당자 회의 개최

        - 연구노트 작성에 한 연구원들의 의견 청취(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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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 액 수록내용

1 ScienceDirect $28,211.00 ￦26,743,872
Elsevier에서 발행되는 모든 
(2,500여종)의 서지, 록  원문
을 제공

2 SCOPUS $27,000.00 ￦25,817,346
세계 주요 (15,000여종)에 수
록된 서지  록정보를 제공

3 ASTM $14,378.00 ￦13,779,492
공업재료의 용어, 제품  시험방
법 등에 한 규격정보를 제공

4 IEL $55,385.00 ￦52,160,516
IEEE/IEE에서 발행되는 , 회
의자료, 규격자료 등에 한 서지, 

록  원문을 제공

5 WIPS - ￦21,384,000
한국/미국/일본/유럽/ 국 등 주요
국가 특허의 록  원문을 제공

합계 ￦139,885,226

제5  학술자료 구독

최근 인터넷의 보편화로 부분의 학술정보원이 기존의 인쇄매체에서 자매체로 

환되고 있음에 따라, 우리 연구원에서도 이에 신속하게 응하고자 인쇄매체 이

외의 Web DB  자  등 각종 자매체에 수록된 정보자료를 다양하게 수집

하여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특히 원자력분야는 그 성격상 종합 이고 복합

인 다학제성을 띄고 있는 계로 가능한 한 보다 폭넓은 주제분야의 정보원을 구

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최 한 노력하 다. 년도에 구독한 Web DB  자

은 <표 13>과 같다.

<표 13> 2008년도 구독 Web DB  자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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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정보통신 기술은 인터넷이라는 공간에 정보의 공유가 가능해진 것은 물론이고 정

보의 내용, 정보서비스의 수 도 높아지고 있다. 한 다양한 정보 수요를 충족시키

기 하여 학술기 , 산업체, 정부 등 정보를 이용하고 생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인

터넷을 이용하여 특정 공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축 시키고 이를 집약하고 있다. 특

히 지식정보콘텐츠의 확보  이용은 국가 생존경쟁의 핵심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DB 의 하나인 IAEA의 INIS는 원자력 련 연구개발에 있어 

정보의 조사  황 악에 필수 으로 이용되고 있다. 년에도 우리나라는 INIS 

입력할 데이터를 많이 입수하여 INIS 사무국에 제공하 고, 2003년부터 시작한 

INIS2 DB Host Site를 운 하 으며, INIS 이용을 활성화하기 하여 홍보활동을 

계속하 다. 한 자정보인 라 사업을 통하여 자도서 (NUCLIS21) 서버를 교

체하 다. 2008년도 주요활동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 으로 인한 INIS 입력 상문헌이 많이 발생되고 있

다. 년과 같이 외부 INIS 주제 문가를 활용하 으며, 년도 입력량은 3,738건

(작년 비 6% 증가)으로 세계 7 이며, 2002년부터 3,000건 이상 입력하여 우리나

라의 원자력 발  수 (원 기수 기  세계 7 )에 걸맞은 입력 강국으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 다. 한 원자력 강국으로서 INIS 련 국제 활동에 극 참여하여 

INIS에 한 주도 인 역할을 우리나라가 담당하고 있다. 한 년도에 일본의 

INIS 국가 센터인 JAEA 직원들이 우리 연구원 방문을 통하여 양국의 INIS  지

식경 에 련한 정보를 교환하 으며 상호 발 할 기틀을 마련하 다.

둘째, 정보인 라사업의 지속 인 추진으로 노후된 자도서 (NUCLIS21) 서버

르 교체하여 원활한 서비스를 제공하 다. 한 정보 리 리자시스템을 업그 이

드함으로 업무의 생산성을 향상시켰으며, 지식경 시스템 운   연구기록물 리

를 지속 으로 수행하 으며, 특히 연구노트는 50개 분야 과제 313명이 시범 으로 

참여하 다. 아울러 Web DB  자  등 디지털 컨텐츠 정보자료를 수집하여 

연구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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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1 > 

제34차 IAEA/INIS연락 회의 결과 실행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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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ons and Recommendations

34th Consultative Meeting of the INIS Liaison Officers

The INIS Liaison Officers:

1. thanked the INIS Secretariat for organising the Introductory Session, regional

meetings, workshop on Computer Assisted Indexing (CAI), Digital Preservation

Session, meeting of the International Nuclear Library Network (INLN), meeting with

representatives of countries considering/starting nuclear national programmes and

recommended using this valuable practice at the next INIS Liaison Officers Meetings;

2. noted with appreciation the significant increase in the assistance provided by the INIS

Secretariat in cooperation with the IAEA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in

establishing and/or enhancing their national INIS Centres, and the high number of staff

from national INIS Centres that received on the job training hosted by well-established

national Centres. This assistance has been instrumental in enhancing their participation

in all aspects of INIS operations;

3. asked the INIS Secretariat to continue the provision of similar support to national 

INIS

Centres in conjunction with the IAEA Department of Technical Cooperation;

Agenda Item 1.4 INIS Progress and Activity Report 2007–-2008

4. commended the INIS Secretariat on its work and achievements in 2007–-2008 and

approved the INIS Progress and Activity Report;

Agenda Item 2.1 Development of National Infrastructure for Safe and Reliable Nuclear 

Power

5. recognized the potential of INIS as an information component of the Nuclear Energy

Programme Implementing Organisation (NEPIO) in support of countries considering

the introduction of nuclear power;

Agenda Item 2.2 Comprehensiveness of the INIS Bibliographic DB

6. stressed that comprehensiveness and timeliness of the INIS Database are the most

important features for end users; and acknowledged and appreciated the work done by

the INIS Secretariat during 2007/08 in recovering the backlog of electronic journal

records;

7. endorsed the INIS Secretariat’'s initiative to recover conference literature missing from

the INIS System and urged INIS Members to continue to assist the INIS Secretariat in

this effort with their voluntary contrib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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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Item 2.3 Digital Preservation

8. appreciated the support provided by the INIS Secretariat to the numerous digital

preservation projects at Member States and at the IAEA;

9. commended the work of the INIS Secretariat on the progress made in the conversion 

of

the INIS NCL collection from microfiche to digital medium, the provision of each

country’'s digitized collection to the respective ILOs and offering online access to these

digitized resources through the INIS Database on the Internet;

10. further emphasized the vital role of the electronically available full text resources to 

the

INIS scientific community and encouraged the Secretariat to complete the digitization

of the INIS NCL collection as soon as possible;

11. endorsed the INIS Secretariat’'s initiative for safe storage of the full text of INIS

Members’' nuclear information resources in microfiche and in electronic format;

Agenda Item 2.4 Thesaurus and Subject Categories

12. appreciated the publication of the English Thesaurus as ETDE/INIS Joint Reference

Series No. 1 (Rev. 2) in print and (Rev. 2.1) electronically as PDF on the INIS
Page 2

Members Area and agreed to continue to publish all other monolingual and

multilingual thesaurus versions electronically only;

13. acknowledged the co-ordinating work of the INIS Secretariat and appreciated the

efforts of the INIS National Centres of China, France, Germany, Russia, Spain and

Syria in maintaining and updating their language versions of the Multilingual

Thesaurus;

14. commended the work of the JTC subgroup on the subject category publication 

review

and recommended that the results be reviewed by the JTC meeting in 2009;

Agenda Item 2.5 Users Needs Study

15. appreciated the user needs studies conducted and presented by Japan , the Member

countries of RRIAN, and China, and recommended that similar studies be conducted

by all INIS Centres and that the results of these studies be reported at the ILO meeting

in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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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nda Item 3.1 INIS DB Usage Analysis

16. congratulated the INIS Secretariat on conducting the usage analysis and asked the

Secretariat that similar analyses be conducted regularly, and that the results be reported

at the ILO meeting in 2010;

Agenda Item 3.2 INIS Joint Marketing Plan

17. thanked the JMP project team and recommended that the INIS Members and the 

INIS

Secretariat build on the findings of the project and the findings of the questionnaire

distributed at the Meeting;

Agenda Item 3.3 Sharing Experience in Promotion and Marketing among INIS Members

18. recommended that INIS members share their experiences on how to promote INIS

within their countries and to use several mechanisms to do so, one being the use of the

INIS Members Area “"INIS in the World”" to send their materials and ideas to the 

INIS

Secretariat;

Agenda Item 3.4 INIS DB Enhancements

19. thanked the Secretariat for the valuable enhancements introduced to the Database, 

and

for opening the access to a huge set of NCL and strongly supported the proposed

future enhancements;

20. appreciated that the ILOs of Brazil, Syria and Uruguay volunteered to translate the

Quick Reference Guide in Portuguese, Spanish and Arabic;

21. recommended that the Quick Reference Guide, for the INIS Database on internet, be

updated to reflect the enhancements being implemented;

22. appreciated the efforts of the INIS National Centres of Japan and Syria in preparing

the user interfaces in Japanese and Arabic;

23. encouraged the ILOs that have not yet authorized access to their national NCL to 

seek

possible clearance, and to inform the INIS Secretariat as soon as possible;

24. thanked the Secretariat for introducing a fast and user friendly mechanism allowing

speedy delivery of monthly updates of the INIS Database on CD-ROM;

25. appreciated the work of the INIS Secretariat to secure the continuation of the INIS 

DB on CD-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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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thanked the INIS Secretariat for its efforts to follow up with lapsed subscribers, and

recommended that national INIS Centres keep in close contact with subscribers and

end users, and to inform the INIS Secretariat on their findings;
Page 3

Agenda Item 3.5 40 years of Cooperation between IAEA and OECD/NEA Data Bank

27. congratulated the IAEA and the OECD/NEA Data Bank on the 40th anniversary of

successful co-operation and stressed the importance of the valuable service for many

IAEA Member States that are non-OECD members;

Agenda Item 3.6 Opening Free Access to the INIS DB and NCL

28. appreciated the work of the INIS Secretariat on the Pilot Access Project, and

supported the proposal to open the access gradually to all INIS members in

alphabetical order of country names, as presented by the INIS Secretariat;

29. recommended starting actual implementation of the project in 2009 and stressed that 

it

should be done on a country by country basis and in accordance with the INIS

Membership Arrangements;

Agenda Item 5.1 CDS Invenio

30. appreciated the information presented by CERN about CERN’'s digital library and

commended promoting this information to INIS users;

Agenda Item 5.2 Data Capture and Analysis Tools

31. acknowledged the INIS Secretariat’'s efforts on the development of the Metadata

Extraction Tool, and supported making this tool available to inputting Centres in

Member States once it is finalised and tested;

32. commended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the Computer-assisted Indexing system

(CAI), and appreciated that both batch processing and online access to the IAEA CAI

system for INIS National Centres is now available as a regular service;

Agenda Item 5.3 Information Technology Solutions for Improved Quality of INIS 

Products

33. emphasized that further development and implementation of INIS systems should be

based on a cost-benefit analysis;

Agenda Item 5.4 Implementation of XML Format

34. encouraged the INIS Secretariat to implement the new XML output format on 1

January 2009, starting with Vol. 40, no.01 of the INIS Data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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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agreed that the current Atomindex exchange format (ISO 2709) be made available 

until

the end of December 2009 and thereafter be discontinued;

Agenda Item 5.7 Operational Model for the Agency’'s Nuclear Information System

36.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providing authoritative, trusted and reliable information

on all aspects of peaceful uses of nuclear science and technology;

37. recommended using the advantages of Web 2.0 technology for the new Information

System;

38.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the INIS Bibliographic Database and the INIS 

nonconventional

literature collection as natural parts of a modern nuclear information

system;

39. encouraged INIS Liaison Officers to provide, on a regular basis, high-level user

feedback on the modern nuclear information system;

40. endorsed the INIS Secretariat to develop further quality control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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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2 > 

JAEA 직원 우리나라 INIS 국가센터 방문 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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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록 3 > 

INIS Scanning 정기간행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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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지명                               출 사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한화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부식학회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Korean Astronomical Society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Radiation         한방사선방어학회 

 Protection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한화학회                    

Journal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한국원자력학회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The Korean Physical Societ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      비 괴검사학회

 tructive Test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한국해양학회

Journal of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한국 물학회

Korean Journal of The Atmospheric Sciences    Korean Astronom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The Korean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s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The Korean Chem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        The Korean Society of Ko-

 macology                                       rean Physiological Society

Korean Journal of Radiology                    The Korean Radiological 

                                                Society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한기계학회

Metals and Materials                            Korean Institute of Metals

                                                and Materials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The Korean Superconductivity  

                                                  Society

Publication of the Korean Astronomical           Korean Astronomical society

 Society    

공학교육과 기술                                한국공학기술학회

기계기술                                       기술정보

기계와 재료                                    한국기계연구원

기계                                        한기계학회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기술 신학회지                                 한국기술 신학회

한 속ㆍ재료학회지                           한 속학회

한 속학회지                                 한 속학회

한기계학회논문집A                              한기계학회

한기계학회논문집B                             한기계학회

한방사선기술학회지                           한방사선기술학회

한방사선종양학회지                           한방사선종양학회

한 상의학회지                               한 상의학회

한치료방사선과학회지                         한치료방사선과학회

한핵의학회지                                 한핵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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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원소회보                                   한국방사성동 원소 회

물리교육                                       한국물리학회

물리학과 첨단기술                              한국물리학회

발명특허                                       한국발명진흥회

방사선방어학회지                               한방사선방어학회

방사성폐기물학회지                             방사성폐기물학회

부식과 방식: 한국부식학회보                    한국부식학회

분석과학                                       한국분석화학회

새물리                                         한국물리학회

에 지 리                                     에 지 리공단

에 지공학                                     한국에 지공학회

요업학회지                                     한국요업학회

원자력산업                                     한국원자력산업회의

응용물리                                       한국물리학회

자동화기술                                     첨단

재료마당                                       한재료 속학회

기기술                                       첨단 기기술

기학회논문지                                 한 기학회

자공학회지                                   한 자공학회

자과학                                       자과학사

자기술                                       첨단

정보처리논문지                                 한국정보처리학회

제어계측                                             자동제어계측사
도와 온공학                                   한국 도 온공학회

한국결정성장학회지                             한국결정성장학회

한국기상학회지                                 한국기상학회

한국박용기 학회지                             한국박용기 학회

한국부식학회지                                 한국부식학회

한국육종학회지                                 한국육종학회

한국폐기물학회지                               한국폐기물학회

한국항해학회지                                 한국항해학회

한국해양학회지 바다                            한국해양학회

해양안 학회지                                 해양안 학회  

NICE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공학                                       한국화학공학회

화학교육                                       한화학회

화학세계                                       한화학회

화학장치                                       화학공업조사회

환경생물                                       한국환경생물학회

RIST연구논문                                  포항산업과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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