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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목

  원자력전문정보서비스 구축

Ⅱ. 운영의 목적 및 중요성

국내 원자력전문정보센터로서의 역할과 IAEA의 국제원자력정보시스템(INIS)의 국가센터로서

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국내 원자력관련 문헌의 국제적 유통, 해외 원자력문헌의 국내 확산, 

전자정보인프라 구축 및 원자력 정보 콘텐츠 확보를 통하여 국내 원자력 발전에 기여함을 목

적으로 한다. 

Ⅲ. 운영의 내용 및 범위

- 국가센터 활동 

  INIS 사무국과의 상호협력 및 접촉창구로서 INIS 데이터베이스의 운영과 관련한 정책적, 기  

  술적 협조를 하며, 국내 이용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수행하고, INIS 사무국과의 관련 통  

  계자료 등을 교환하였다. 

- INIS 데이터 입력활동 

  INIS 데이터베이스는 회원국이 제공하는 INIS 입력데이터를 수집하여 구축ㆍ활용하므로, 국  

  내에서 간행되는 원자력관련 문헌을 수집하여 INIS 입력 기술규칙에 따라 입력 및 송부하였  

  다.

- INIS 정보서비스 활동 

  INIS 입력 결과물인 INIS 데이터베이스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INIS사무국과 협력하여 홍  

  보활동을 전개하였으며, 사무국에서 매주 제공하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SDI 서비스, 원문헌  

  (Full-text)제공서비스 등을 하였다.

- 전자정보인프라사업 구축 및 원자력정보 콘텐츠 확보

  전자정보인프라 사업은 효율적인 연구노트 관리를 위하여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 개선을 

하였으며, KAERI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를 수행하였고, 전자도서관 영문 홈페이지



- 6 -

를 구축하였다. 또한 외부전자자원 게이트웨어 서비스를 구축하였고, 보고서 이력 및 원문관

리 구축을 하였다.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및 해외기술보고서에 대한 원문DB를 지속적으로 

구축하였으며, 지식경영시스템 운영도 하였다. 아울러 Web DB 및 전자저널 등 원자력정보 

콘텐츠를 확보하도록 노력하였다. 

Ⅳ. 운영결과 및 활용계획

- INIS 입력량은 2017년 4,191건(2016년 4,311건, 2015년 4,650건)으로 2009년 이후 계

속해서 4,000건 이상 입력하는 입력 강국(세계 4위)이 되었다. 원자력관련 국내 출판물의 완

전한 입력을 위하여 국가센터의 역할 향상과 지속적인 노력과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 이용자

에게 INIS DB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SDI 서비스 이용자 확대(매년 10% 이상 증가)를 통하

여 국제원자력 정보 확산뿐만 아니라 원자력 분야의 연구생산성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 개선을 통한 연구원들의 편의성을 향상시켰으며, KAERI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및 보고서 이력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였다. 지식경영시스템 운영과 연

구논문, 연구보고서, 해외기술보고서 원문DB 구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으며, Web DB 및 

전자저    널 등 원자력정보 콘텐츠를 확보하여 연구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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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 Project Title

Establishing of nuclear special information service

II. Objective of the Project and Impor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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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ing of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and subscription of nuclear information contents

III. Scope and Contents of the Project

- A National Center of IN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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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er  

   using INIS database.

- Input to the IN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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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base accumulates nuclear information from domestic nuclear information.  

   We gathered, collected, and inputted it acccording to the INIS reference       

   series. 

- INIS Information Services

 Using the INIS output data, INIS Collection database INIS ATOM- INDEX, INIS  

   NCL<non-conventional literature>, it has provided domestic user with           

  searching the database, INIS SDI service, and NCL delivery services. Also, we    

  performed many publicity information activities with by INIS secretar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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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tablishing of Digit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Project and Subscription of 

Nuclear Information Contents

Improved the performance of electronic research notes system for efficient 

management of research notes, carried 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ocessing, constructed an digital library home page in English. Also we built 

external electronic resource gateway service, constructed of report history and 

full-text management. We continued to establish full-text DB for research papers, 

research reports and overseas technical report and operate knowledge 

management. And we collected web DB, digital journals and so on.

IV. 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 We have inputted 4,191 records in 2017(ranked No. 4 in the world), 4,311 

records in 2016, 4,650 records in 2015 and over 4,000 records per year since

2009. In order to input the overall domestic publication related to              

  nuclear technology, and rise in position of the national center, it is necessary 

to continue efforts and support budgets. We expect promotion of INIS DB      

  and expansion of INIS SDI service user(increased by more than 10% every       

 year) will make a contribution to the improvement of productivity in the         

 nuclear technology research as well as the diffusion of information about        

 nuclear technology.  

- We provided user convenience of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electronic    

 research notes system, carried out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ro- 

cessing, construct an digital library home page in English. We continued to 

establish full-text DB for research papers, research reports and overseas technical 

report and operate knowledge management. And we collected web DB, digital 

journals and so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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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국제원자력기구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이하 IAEA로 표기) 산하의 국제

원자력정보시스템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 이하 INIS로 표기)은 원자

력정보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세계 각국에서 생산되는 원자력관련 기술정보(연간 약 

11만 건)를 국가 간의 협력에 의해 자료를 수집, 분석, 처리하고 그 정보를 필요한 이용자에

게 적시에 공급하기 위하여, IAEA가 중심이 되어 1969년도에 설립한 원자력분야의 국제적인 

정보유통시스템이며, INIS의 총 회원 국가는 2017년 말 현재 130개국이며, INIS에 참가하는 

주요 국제기관은 24개로 NEA(Nuclear Energy Agency, OECD), CERN (European 

Organization for Nuclear Research), 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JINR(Joint Institute for Nuclear Research),  WEC(World Energy 

Organization) 등 이다.  

INIS의 운영은 회원국에서 발생하는 원자력관련 문헌을 회원국의 INIS National Center가 

INIS 기술규칙에 따라 가공ㆍ처리하여 입력하는 분산방식(Decentralized System)을 채택하였

으며, 사무국에서는 전 세계의 회원국으로부터 입력된 서지 데이터를 전산처리하여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 인터넷을 통한 자료 제공 및 각종 출력물을 제작하여 다시 회원국에게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INIS DB는 그 어느 정보시스템보다 회원국의 국가센터와 협력이 중요하

다.

INIS 사무국은 2017년에 Fibre+ 갱신을 통하여 입력을 보다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

원하였으며, INIS Repository Search(IRS)를 활용하여 검색의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IAEA 

Library, CERN, OCLC, IOP, Fukushima Accident 보유자료 등을 추가하였으며 각국의   

INIS 국가센터가 보다 효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5년도에는 INIS 입력량이 4,650건(전년 대비 3% 증가)으로, 입력 순위는 세계 3위를 

최초로 달성하였다. 2015년 4월 13일자 연합뉴스 등 언론보도에 “국내원전전문가50명 신상정

보 노출 및 원자력개발 성과 일부 노출” 기사가 게재되었다. 따라서 개인 신상정보 전수 조사

(7,111건)를 통하여 관련 보고서 삭제(보고서 37건, 92명)를 하였다. 또한 원자력개발 성과 

보안을 위하여  INIS에 제공한 기 공개보고서 중 2007년 이후 보고서에 대한 기술수준 검토

를 주저자에게 의뢰하여 208건을 INIS DB에서 삭제하였다. 또한 2015년 4월에 이지호 책임

기술원이 Key-note Speaker로 중국의 Nuclear Information Technology Forum(NITF) 

2015에 참석하였다.     

2016년도에는 INIS 입력량이 4,311건(전년 대비 7% 감소)으로, 입력 순위는 세계 4위가 

되었다. INIS 담당자가 1016년 10월 오스트리아에서 개최된 제38차 INIS연락관 회의에 참가 

하였으며, INIS 사무국과 업무 협의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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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에는 INIS 입력량이 4,191건(전년 대비 3% 감소)으로, 입력 순위는 세계 4위가 

되었다. 또한 2017년 10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INIS Training Seminar에 이유

진 선임기술원이 참가하였다. 아울러 INIS DB를 홍보하기 위하여 홍보용 배너 제작 및 리플

렛을 발간하여 활용하였다.  

정보인프라사업은 전자연구노트 성능 개선(2015), KAERI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2016), 전자도서관 영문 홈페이지 구축, 외부전자자원 게이트웨이 서비스 구축, 보고서 이력 

및 원문관리 구축(2017) 등을 하였다. 또한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및 해외기술보고서에 대한 

원문DB를 구축하였다. 또한 전자저널 및 Web DB 등 디지털 콘텐츠를 수집하였으며, 지식경

영 및 연구노트 관리도 계속해서 수행하였다. 

  이유진 선임기술원은 2015년 4월 22일  23일 양일 간에 걸쳐 Creating the New 

Values beyond Library라는 주제로 열린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sian 

Special Libraries (ICoASL 2015)에 참가하여 Development Case Focused on Atomic 

Energy Larchiveum 이라는 주제로 구두 발표를 하였다.

이지호 책임기술원은 2015년 8월 14일 - 23일 남아프리카공화국 케이트타운에서 개최된 

‘IFLA 81st World Library and Information Congress(WLIC)’에서 “Larchiveum for 

creatng Blue Ocean strategy of special liabraries: Focus on KAERI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이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다. 

오정훈 책임기술원은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9권 3회(2015년 8월)에 “TOC기반 연구기록물 

시스템 모형 구축”이라는 제목으로 논문을 게재하였다. 

이희원 선임기술원은 2016년 11월 7일 - 11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Third 

International Conference in Nuclear Knowledge Management: Challengers and 

Approaches에서 “TOC기반 연구기록물 시스템 모형 구축”이라는 주제로 포스터 발표를 하였

다. 



- 21 -

제2장 

INIS National Center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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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INIS National Center 활동

우리나라는 1969년 INIS회원으로 가입한 이후 회원국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 오고 

있다. 2015년도 INIS DB의 입력량은 4,650건으로 전년 대비 3% 증가 하였으며 입력 순위 

세계 3위에 처음으로 도달함으로 IAEA에서 우리나라 원자력 기술 발전이 향상되었다는 간접

적인 증명을 하게 되어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였다. 2016년도 INIS DB의 입력량은 4,311건

으로 전년 대비 7% 대폭 감소하였으며 입력 순위가 세계 4위가 되었다. 2017년도 INIS DB

의 입력량은 4,191건으로 전년 대비 3% 감소하였으며 입력 순위는 세계 4위를 유지하였다. 

우리나라는 원자력 입력 강국으로서 IAEA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현재 INIS 

연락관 (Liaison Officer)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박병현 사무관이 담당하고 있으며, 국가 원자

력전문 연구기관인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정보팀이 INIS 국가센터(National Center)의 역할

을 수행하고 있고, 부연락관 역할은 이지호 책임기술원이 담당하고 있다.

INIS 국가센터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원자력관련 정보를 수집ㆍ분석한 후 INIS DB에 입력

하여 INIS 본부에 송부한다. 또한 INIS 정보를 국내 이용자들에게 유통시키는 역할을 주로 수

행하고 있다. 아울러 국내 INIS 이용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INIS 연간 활동보고, 국내 활용 

통계자료 작성, INIS DB 운영 전반에 대한 협력 등의 업무를 한다. 국내에서의 연대별 주요 

INIS활동은 다음과 같다. 

1969년 : INIS에 가입  

1978년 : 국내의 원자력정보의 INIS에 입력 개시

1979년 : INIS SDI 서비스 실시 

1980년 : INIS-RS 시스템 개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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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년 : FIBRE (Friendly Input Bibliographic Records)를 이용한 INIS 입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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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활용 

1999년 : INIS와 ETDE 데이터통합을 위한 공동 주제분류표 통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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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 INIS와 ETDE 공동 주제분류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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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및 시범서비스 제공 시작

2004년 : INIS2 DB Host site 공식 서비스 제공

2005년 : INIS2 DB Host site 서비스 유료 운영

2007년 : INIS DB NCL(비시판문헌) 원문(full-text) 제공

2009년 : INIS DB Open Access 서비스 제공 

2011년 : INIS DB Google 기반 검색시스템 변경 

2012년 : INIS2 DB Host site 서비스 중단(1.1)  

2013년 : INIS Collection Search(ICS) 검색시스템 구현 

2014년 : INIS, NUCLEUS DB, IAEA Library catalogue 통합 검색시스템 구현

 

INIS 운영과 관련한 제반 사항은 사무국과 각 회원국의 연락관들이 격년으로 개최되는 

INIS 연락관회의에서 결정한다. 이 연락관회의는 INIS운영에 필요한 안건을 결정하고 새로운 

정책을 건의하는 등 INIS 운영의 중심이 되는 회의로서, 회의에서 다루는 내용을 살펴보면 최

근의 INIS 운영 방향과 비전을 알 수 있다. 특히 2014에 INIS, NUCLEUS, CERN INSPIRE 

High Energy Physics(HEP) DB, OCLC WorldCat 서비스 및 IAEA Library에 보유하고 있

는 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영역을 확장하였다. 

이지호 책임기술원이 2015년 4월 8일부터 11일까지 중국 상하이에서 개최된 Nuclear 

Information Technology Forum(NITF) 2015에 Key-note Speaker로 참가하였으며, 발표

한 자료의 제목은 “Research Archives Project and Larchiveum of KAERI, INIS 

National Center in Korea”이다. IAEA Nuclear Information Section Head인 Mr. 

Savic은 이 포럼의 공동 의장을 맡았다 <그림 1, 2 참조>.  따라서 INIS, 원자력기술기록사업

에 대한 토의와 우리나라와 중국의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협의 하였으며, 발표한 주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발표 자료는 <부록 1>에 수록하였다. 

<Nuclear Information Technology Forum(NITF) 2015>

    - About KAERI

    - Research Archives Project      

    - Larchieveum of KAERI      

    - IAEA/INIS National Center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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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ITF 2015 Key-note Speaker 발표

       

<그림 2> NITF 2015 발표자료

 이지호 책임기술원이 2016년 10월 3일부터 8일까지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개최된 제38

차 INIS 연락관 회의에 참가하였으며, INIS 사무국도방문하여 상호 업무협조를 하였으며, 토

의된 주 내용은 아래와 같으며, 결의된 사항은 <부록 2>에 수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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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차 INIS 연락관 회의>

    - 제35차 INIS 연락관 회의 결과물 검토

    - 2015/2016년도 INIS 사무국 현황보고

      INIS 회원: 130개국 24개 국제기구

      2015년 입력량: 136,221건

      2016년 7월까지 입력량: 95,000건

      전체 INIS 보유량: 3,944,4330건

      제37차 INIS연락관 회의때 결정된 사항 이행 경과 보고

    - 보고 및 심의안건

      INIS Repository Search 이용 통계 및 출판사 Open Access 확대 

      INIS 시소러스 발전

      INIS 입력 관리

      E-learning

      INIS 탐색 인터페이스

      CAI(Computer Assisted Indexing) System 개선된 사항 설명  

      INIS 검색 모바일 버전 이용 홍보

      INIS Currents and INIS 미래 방향

      - 각 국가별 보고

        미국, 가나, 중국, 쿠바, 체고, 오스트리아, 파키스탄, 일본 등 회원국

        및 CERN, JINR 발표 및 토의

      - 기타 회의

        제5차 국제원자력도서관네트웍(INLN)관련 미팅

      - 기타

      INIS 홍보

        : 학 협회 현장 홍보, 대학교 원자력공학과 모임 홍보

       제38차 ILOM Action and Recommendations 채택

  

<INIS 사무국과 업무협의>

- INIS 입력량 증가

2015년 우리나라 INIS 입력량 4.650건으로 세계 4위 달성에 대한 INIS 사무국에서 감사 

및 지속적인 공헌 부탁 

- INIS 금지구역에 있는 우리나라 NCL 데이터(7,1113건) 공개 일정 설명 및 협조 요청

- 국가간 INIS 협력(중국, 일본, 우리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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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 Savic이 우리나라에 와서 한중일 세미나 참여토록 노력하기로 함

- 일본, 중국 인접 국가간 협력 및 동남아 회원국가 대표들이 지역 INIS Training 세미나 

한국에서 개최 요망에 따른 IAEA 협력

- 도서관분야, 기록화사업 등 국제교류의 필요성 증진 

 

2017년에 INIS Training 세미나가 비엔나에서 2017년 10월 9일부터 13일까지 개최되었

는데 이유진 선임기술원이 참가하였으며, INIS 회원국 22명이 함께 교육을 받았다. 교육의 주 

내용은 아래와 같고, Agenda는 <부록 3>에 수록하였다.

- INIS 입력 실습

Fibre+ 새롭게 변경된 기능 등 사용법, Bibliographic description, 

NCL documents 입력, Subject Categories and Scope Description,

Thesaurus and Computer Assisted Indexing(CAI), Indexing & Classification, 

CAT online

- INIS Repository 검색 실습

General principles of information retrieval and query formulation, INIS     

Collection on internet, Sources of national literature

- INIS 서비스 및 프로모션 설명 및 의견 교환

- International Nuclear Library Network(INLN)

- IAEA 도서관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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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INIS 데이터 입력활동

제1절 자료 수집 및 선정

INIS National 센터로서의 가장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는 데이터 입력이다. 이 입력을 위

하여 수집 대상은 국내에서 발간되는 원자력관련 모든 자료이므로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입수되

는 자료, 인터넷을 활용하여 타 기관 자료,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해당대학도서관, 해당

기관 등을 방문하거나 의뢰하여 입수하는 자료들이다. 한편 기술정보팀에서 입수한 국내에서 

발간된 자료(학술지, 연구보고서, 대학간행물, 회의자료 등)는 수시로 체크하여 입력 자료로 우

선 선정하여 활용하였다. 

입력대상이 되는 자료를 살펴보면, 우선 물리적으로 책자형태는 물론이고 USB, DVD 등 디

지털형식까지 원자력에 관련된 모든 형태의 자료가 대상이 된다. 종류별로는 학술지 논문, 연

구/기술보고서, 단행본, 회의자료, 학위논문, 특허 등이 대상이다. 2014년도에 입력한 

115,208건(2013년 대비 11% 감소)의 INI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문헌의 종류를 살펴보

면 학술지 논문이 88,092건으로 76% 이상을 차지하고, 도서가 9,080건으로 8%, 보고서가 

4,660건으로 4%, 기타 12%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5년도에 입력한 136,221건(2014년 

대비 18% 증가)의 INI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문헌의 종류를 살펴보면 학술지 논문이 

111,324건으로 82% 이상을 차지하고, 도서가 8,024건으로 6%, 보고서가 3,534건으로 3%, 

기타 9%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016년도에 입력한 127,205건(2015년 대비 7% 감소)의 

INIS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문헌의 종류를 살펴보면 <그림 3>과 같이 학술지 논문이 

101,852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하고, 도서가 7,001건으로 6%, 보고서가 4,428건으로 3%, 

기타 11%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으로 수집된 자료들을 대상으로 INIS의 기준에 부합하는 문헌들을 선정하는 작업이 이

루어진다. INIS에서는 입력 자료의 기준을 INIS 주제범위(IAEA-INIS-3: INIS Subject 

Categories and Scope Description)에 포함되는 과학기술문헌으로 최근 5년안에 자국에서 

출판된 문헌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국에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자료는 6년 

이상 된 자료도 입력 대상 자료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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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016년 입력 INIS 데이터베이스 형태별 문헌종류

  

  1. 정기간행물 

입력대상자료 선정을 위해 정기적으로 조사하는 학술지 및 대학교 논문집 등의 목록 

(regularly scanning journal list)은 <부록 4>에서 볼 수 있듯이, 2017년 현재 총 76종이

다. <부록 4>에 수록된 학술지 중 수록된 논문이 최근 3년간 (2015 - 2017) 최소한 1건 이

상 선정된 학술지의 목록은 <표 1>과 같다.

  2. 회의자료

원자력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세미나 등에서 발표된 논문들이 수집되는데, 많은 논문들이 프

레젠테이션 위주로 작성되어서 초록 및 본문 등의 서지포맷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입력에 

드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자료에 비해 많이 소요된다. 최근 3년간 (2015 - 2017) 입력대상으

로 수집 및 선정된 회의자료는 <표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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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발  행  기   관

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 

2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부식학회

3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대한구강안면방사선 학회지

4  Journal of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지

5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한국물리학회 

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비파괴검사학회

7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대한영상의학회

8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     

nology 
 대한기계학회 

9  Journal of Radiation Industry  한국방사선산업학회

10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   search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1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     

nology
 대한방사선기술학회

12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한국화학공학회

13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한국화학공학회

14  Korean Journal of Radiology  대한영상의학회

15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한국원자력학회 

16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and Cryo- 

 genics
 한국초전도학회

17  Ultrasonography  대한초음파의학회지

18  기계저널  대한기계학회 

19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대한기계학회

20  대한기계학회논문집 B  대한기계학회

21  대한금속재료학회지  대한금속학회

22  대한방사선치료학회지  대한방사선치료학회

23  대한영상의학회지  대한영상의학회 

24  대한방사선종양학회지  대한방사선종양학회

25  핵의학분자영상  대한핵의학회

26  방사성폐기물학회지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7  부식과 방식: 한국부식학회보  한국부식학회

28  분석과학과 기술  한국분석과학회 

29  새물리  한국물리학회 

30  응용물리  한국물리학회 

31  한국재료학회지  한국재료학회 

32  화학교육  한국화학공학회

<표 1> INIS 국내 주요 학술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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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회 의 명

1  Far East Conference on Nondestructive Testing Meeting

2  KAIF-JAIF seminar on nuclear industry

3  The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4
 Proc. of Conference and Symposium Korean Association 

 for Radiation Protection

5  Proc. of ISOFIC

6  Proc. of International Symposium on Laser Spectroscopy

7
 Proc. of KAERI/JAEA Joint Seminar on Advanced 

 Irradiation and PIE Technology

8  Proc. of the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9  Proc. of the Korean Nuclear Society

10  Proc. of KSME

11  Proc.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12  Proc. of the Pacific Basin Nuclear Conference

13  Water Reator Fuel Performance Meeting

14  Workshop on Electron Beam Application

<표 2> INIS 국내개최 회의자료 목록 

 

  3.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주로 RR(연구보

고서), TR(기술보고서), AR(기술현황분석보고서)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수집된 보고서는 한국

원자력연구원의 간행물이 대부분으로 그 주제가 거의 INIS 주제범위에 합당하여 거의 전량 선

정ㆍ입력된다. 그러나 2013년부터 한국원자력연구원 보고서는 기술 보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하여 RR(연구보고서)만 입력하기로 결정하였다. 2015년 4월 INIS관련 언론보도 이후 연구

보고서의 기술보안에 대한 검토를 하는 관계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연구보고서는 INIS 

사무국에 제공하지 않았다.

  4. 기타 

입력 대상 자료의 다양화 및 포괄성을 위해 2012년부터는 국내 석박사학위논문을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2013년부터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 소장하고 있는 단행본을 입력하기 시작하였다. 

INIS 데이터를 입력하기 위하여 전자도서관의 신착자료리스트를 정기적으로 스캐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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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자료 입력   

2017년도 INIS 입력량은 103,401건으로 INIS 데이터베이스의 레코드 수는 총 4,101,248

건이나, 2017년까지 우리나라가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양은 70,400건으로 1.7% 정도

를 차지하고 있다. 참고로 2016년 INIS 입력현황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림 4>와 같이 일본

에서 입력한 데이터가 4%로 가장 많으며, 독일 4%, 프랑스, 한국, 중국 3% 이상의 높은 입력

율을 보이고 있고, 그 다음이 인도, 러시아, 브라질, 미국 순이다.

  

<그림 4> 2016년 국가별 INIS 입력현황

우리나라는 2015년 처음으로 세계 3위를 도달하였으며, IAEA 사무국과 원자력 입력 선진

국 10개국에서 입력한 데이터의 양이 전체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그림 5>는 2016년도 기

준으로 INIS 입력 상위 20개국을 순위별로 2014-2016년 까지 INIS 입력 현황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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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2011-2013년 국가별 INIS 입력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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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INIS 입력량은 회원국의 과학기술 특히 원자력분야의 발전척도 및 

연구 활동의 활발성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외부 INIS 주제전문가를 

활용하여, INIS 입력량 증대에 노력한 결과 많은 양의 데이터를 입력하여 국가적인 위상을 제

고하고 있다.

연   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문
  
헌 
  
별 

학술지 
(Journal Article)

2,015 2,441 2,567 2,321 3,031 2,400 2,068 2,669 2,500 2,719

보고서
(Report)

566   86 492 539 203 147 143  0  0  0

도 서
(Book)

237 212 218 198  5

기 타
(Miscel-
laneous)

회의
자료

1,157 1,487 1,085 1,424 1,056 1,535 1,954 1,647 1,541 1,449

석박사
학위논문

81 136 129 116  72  18

합   계 3,738 4,014 4,144 4,284 4,371 4,455 4,506 4,650 4,311 4,191

<표 3> INIS 문헌형태별 입력건수

데이터베이스의 최신성은 데이터가 출판된 후 얼마나 신속히 입력되느냐에 달려있다. INIS

에서 제공하는 2016년도 통계에 의하면 데이터가 출판된 후 입력되기까지의 시간이 평균 22

개월이며 국내의 경우는 17개월로 나와 있다. <표 4>는 INIS 입력 데이터 time lag을 나타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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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헌 별  INIS 평균 time lag (월)  국내 평균 time lag (월)

학 술 지 18 16

회의자료 41 30

보 고 서 53 X

도    서 25 25

평    균 22 17

<표 4> INIS 입력데이터 time lag

  

데이터의 입력은 크게 2가지로 대별되는데, 자료의 서지사항을 기술하는 부분과 주제분야를 

기술하는 부분이다. INIS 데이터베이스는 각 회원국이 자국에서 발행되는 자료를 입력하게 되

므로, INIS 사무국은 다양한 언어와 형식을 수용하는 기술규칙을 제공하고 있다. 입력에 필요

한 INIS 참고문헌 중 서지사항과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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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자료로는 Subject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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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AEA-INIS-4), Thesaurus (IAEA-INIS-13)등이 있다. 각 레퍼런스별로 개정시기가 다르며, 

근래에는 대부분의 레퍼런스들이 입력용 프로그램 FIBRE+에 내장되어 있어 사용하기 편리하

다. 

1. FIBRE+

INIS 주제범위에 맞게 수집ㆍ선정한 자료의 입력은 INIS에서 제공하는 입력용 프로그램인 

FIBRE+Friendly Input Bibliographic Records)를 활용하여 데이터 작업을 한다. 

FIBRE+ 기능을 살펴보면, 동일한 tag를 갖는 문헌 형태에 따라 별도의 매트릭스를 생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한 회의자료에 수록된 여러 편의 논문을 입력할 때 저자 (tag 100), 서명 

(tag 200), 대조사항 (tag 500)을 제외한 회의정보 (tag 210-215), ISBN (tag 320), 출판정

보 (tag 401-404), 언어 (tag 600) 필드가 동일하므로 이 회의자료에 맞는 매트릭스 파일을 

생성하여 중복되는 tag의 입력을 줄일 수 있다. 또한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tag별 

spelling 및 구두점 체크 기능을 이용해 데이터를 점검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이 FIBRE+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어, 주제분석과 같은 기본적인 인간의 지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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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작업을 대신할 수는 없지만 데이터의 입력시간을 감소시키는데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현재 2017년 1월에 발행한 FIBRE+ 1.0을 사용한다.

2. 서지사항 입력 

  INIS 데이터 레코드는 가변장 구조로 각 필드를 tag로 나타낸다. 입력문헌에 대한 일반적

인 정보를 지시하는 header부분과, 서지정보 tag을 살펴보면 <표 5>,  <표 6>과 같다. 모든 

서지사항은 영어로 입력하며, 제목이나 저자 등이 한글로 기재되어 있을 때는 영어로 번역하

여 입력한다.

tag header 

001  임시레코드번호 ( temporary record number ) 

007  연관 레코드/임시레코드 번호 ( related RN/TRN )

008  서지통정데이터 ( bibliographic control data )

<표 5> INIS Hea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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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서지데이터 요소 ( bibliographic data elements )

100  개인저자 ( personal author / editor )

107  공동저자 ( collaboration )

109  기금단체 ( funding organization )

110  단체저자 ( corporate entry )

111  학위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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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차 ( edition )

300  보고서/ 특허 번호 ( report / patent number )

310  보고서/특허 제2번호 ( secondary numbers )

320  isbn / ipc/ issn

321  coden

330  계약/프로젝트 번호 ( contract/project number )

401  출판지 ( place of publication )

402  출판사 ( name of publisher )

403  출판년 ( date of publication )

500  대조사항 ( physical description )

600  출판언어 ( publication language )

610  주기사항 ( general notes )

611  원문헌 입수정보 ( availability )

<표 6> INIS 서지정보 tag 목록

3. 주제분석 

  디소러스에 의한 주제분석을 근간으로 하는 INIS 데이터베이스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라 

할 수 있는 부분이 문헌의 주제분석이라 할 수 있다. 효율적인 주제분석을 위해서는 입력대상 

문헌의 주제배경도 필요함은 물론이며 디소러스에 들어있는 디스크립터로 주제를 표현하는 테

크닉도 필수적이다. INIS의 주제분석 관련 tag는 <표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제범위 선정, 

색인작업, 초록작성의 3단계로 대별된다. 이외의 주제분석 작업으로는 문헌지시자 추가(data 

flagging) 및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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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g 주제 데이터 요소

008   주제범위 및 문헌지시자 (subject categories, data flagging)

620   서명보충 (title augmentation)

800

811

  디스크립터 (descriptors) 

  추가 디스크립터 (proposed descriptors)

860   초록 (abstracting)

<표 7> INIS 주제분석 tag 목록

가. 주제범위 선정 

  2001년부터 INIS는 ETDE의 주제분류를 통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주제범위는 아래와 같

이 크게 6개의 Main Categories와 21개의 Sub categories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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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의 문헌에 최소한 1개 이상 최대 3개 이하의 주제범위를 선정해야한다. 단, 2개 이상

의 주제범위 선정시 동일 계층구조에 속하는 주제범위나 하부주제범위의 선정은 피해야 하

며, 각 주제범위에 정의된 스코프를 참조하여 선정한다. 2013년 국내입력문헌의 주제범위 

선정 개수는 문헌당 약 1.3개 수준이며, INIS 전체입력문헌의 경우는 1.4개 수준이다. 

2016년도 INIS에 입력한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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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16년도(vol.47) 입력한 INIS 데이터베이스 주제분야

나. 디스크립터 선정 

  디스크립터 선정 작업의 목적은 보다 효과적인 검색을 위해서이다. 따라서 색인 작업은 

문헌의 'concepts'를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하는 것으로, 색인자는 자신이 이용자의 입장에 

서서 디스크립터를 선정해야한다. 다른 모든 주제분석도 마찬가지로 계속적인 실습과 주제

적 배경을 넓혀가는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다.

  Nuclear Power & Safety (S21, S22); Elementary Particle Physics (S72); 

Engineering & Instrumentation (S33, S42-S47); Nuclear Materials (S36); Nuclear 

Physics (S71, S73, S79, S97); Atomic, Molecular & Condensed Matter Physics 

(S74-S77); Life & Sciences (S60-S63); Safeguards (S98); Isotopes (S07); 

Non-Nuclear Energy (S01-S04, S08-S10, S13-S17, S20, S24-S25, S30, S32); 

Economic, Legal & Social (S29, S96, S99); Environmental & Earth Sciences (S54, 

S58); Fusion Research & Technology (S70); Nuclear Fuel Cycle & Radio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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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S11, S12); Chemistry (S37, S38)

  원자력분야의 과학ㆍ기술 발전에 보조를 맞추어 갱신하는 것이 디소러스 개발의 목적이므

로, 입력과정 중 문헌의 'concepts'를 표현하는 디스크립터가 디소러스에 부재인 경우 입력

자가 디스크립터를 제안할 수 있다. 이때 신규 디스크립터는 별도의 용지에 'narrow 

terms', 'broad terms', 'USE/ SEE reference' 등의 계층구조를 갖추어 제안하여야 한다. 

디스크립터의 선정 개수는 국내의 경우 문헌당 대략 8개 수준이며, INIS 전체 입력문헌의 

평균 개수는 9개 정도이다. 

다. 초록 작성

  입력할 문헌에 영문의 저자초록이 있는 경우는 문헌의 내용을 저자가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거의 대부분이 수정 없이 저자초록을 입력하게 되나, 초록자체가 없거나 

영문초록이 없는 경우는 초록을 작성하여 입력하게 된다. INIS에서는 저자초록과 제3자 초

록을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다. 

  초록을 작성할 때는 연구 주제, 연구 목적 및 범위, 실험방법, 결과, 결론 등의 내용이 포

함된다. 초록 작성은 주제배경이 필수인 작업으로 매우 까다롭다고 할 수 있다. 초록의 길이

는 6,000자까지 작성할 수 있다. 대부분 저자가 초록을 작성하고 있으나 회의자료의 경우 

저자 초록이 현저히 적다. 2014년도 입력자가 직접 초록을 작성하여 입력한 자료의 비율을 

보면 전체 문헌수 대비 약 32% 수준이다.

제3절 송부 및 결과 접수

주제분석까지 데이터의 입력이 완료되면, 입력된 데이터를 INIS사무국에 송부해야 한다. 비

시판 문헌의 원본은 DVD에 다운받아 우편으로 송부하며, WinFIBRE 데이터는 이메일로 송부

한다. Time lag을 줄이기 위해 가능한 한 자주 데이터를 송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2015

년 16회, 2016년 12회, 2017년 15회 송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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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INIS 정보서비스 활동

2017년 INIS 데이터베이스는 전체 레코드 수가 410만 건을 넘어섰으며, 매년 약 110,000

건씩 이상 계속 추가되고 있다. 이러한 INIS 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또한 입력과 더불어 INIS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데이터베이스의 활용정도는 INIS 사무국, 국가센터, 이용자의 관심정

도, 주변 환경 등에 달려 있다. INIS 사무국에서 2009년부터 INIS DB를 별도의 회원 가입 

없이 Open Access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2011년부터 INIS DB를 기존의 BASIS 

기반에서 Google 기반 검색시스템으로 변경하여 운영하여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INIS 사무국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을 제작하여 각국의 INIS 프로모션에 제공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또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시소러스도 영어를 포함해 8개 언어(프랑스어, 중국

어, 독일어, 스페인어, 아랍어, 러시아어, 일어)로 제공하고 있다. INIS 출력물을 활용한 정보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국가센터뿐만 아니라 이용자의 전산환경도 매우 중

요하다. 따라서, 국내의 경우 이용자의 다양한 전산환경을 고려하여 INIS출력물들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제1절 INIS 데이터베이스 활용

오스트리아 비엔나에 있는 IAEA/INIS 호스트(http://www.iaea.org/inis)에 직접 연결하여 

INI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서비스이며, 특히 2006년부터 INIS DB의 최대 강점인 비시판

자료(NCL)의 대부분을 원문으로  볼 수 있도록 하였다. INIS 사무국에서는 기존의 INIS 온라

인 검색시스템을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BASIS기반 하에 Web 버전으로 시스템을 재정

비하였다.

INIS repository에 2016년 979,563명이 방문하였고, 2.7백만 page view건이나 되었다. 

또한 INIS website page view는 128,294건을 기록하였다.

우리나라 INIS 이용통계는 2016년 INIS repository에 48,162명이 방문하였고, page 

view는 105,428건(세계 순위 7위)이다. 

제2절 INIS SDI 서비스

INIS 사무국에서는 회원국에서 송부하는 최신 데이터들을 매주 단위로 모아 ATOMINDEX

라는 이름으로 Ftp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ATOMINDEX는 2015년도 (V.46)에 5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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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52), 2016년도 (V.47)에 52회 (no.52), 2017년도 (V.48)에 52회씩 배포하고 있다. 국내

에서는 이 최신의 INIS데이터를 입수하여, INIS SDI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INIS SDI 서비

스는 이용자가 자신의 관심분야를 키워드로 표현하여 개인별 검색 프로파일을 구성한 후, 신

규데이터 입수시 정기적으로 프로파일과 데이터 파일을 매치시켜 이용자별 검색결과물을 제공

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1979년 SDI 서비스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공하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의 전산 및 통신 기

술의 발달에 따라 서비스방식에도 많은 변화를 겪어왔다. INIS사무국의 데이터 송부형태도 마

그네틱테이프에서 1997년부터 CD-ROM으로, 이용자 SDI 신청방식도 페이퍼에서 Web으로, 

이용자에 대한 검색결과물 제공 형태도 페이퍼, 디스켓, FTP 전송, e-mail로 개선되었다.

SDI 서비스 신청은 원내는 전자도서관 홈페이지(원내: http://nuclis21.kaeri.re.kr)의 맞춤

형 최신정보제공 서비스 화면에서 이용자가 직접 원하는 자신의 관심분야를 키워드를 등록하

면 된다. 또한 키워드 수정이 필요할때는 언제든지 변경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7> 

INIS SDI 화면 참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2014년부터 원외 서비스 신청은 직접 신청서

를 작성하여 이메일 등으로 접수하도록 변경하였다. 이용자는 누구나 아무런 제한 없이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 서비스 확대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표 8>의 연도별 

이용자 통계와 같이 매년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자세히 살펴보면 2015년

은 2014년 대비 20% 이용자가 증가하였으며, 2016년은 2015년 대비 18% 이용자가 증가하

였고, 2017년은 2016년 대비 17% 이용자가 증가하였다. 매년 약 20%의 대폭적으로 증가하

고 있다. 그 원인으로 원내는 신입직원 교육시 SDI 서비스에 대한 설명과 신청서를 받고 있으

며, 원외는 국내 원자력관련 학회, 협회 등에 참여하여 부쓰를 운영하기 때문에 집증적으로 홍

보를 할 결과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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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INIS SDI 화면

원내 이용자는 꾸준히 증가(전년 대비 10-15% 증가)하고 있으며, 2016년에 원외이용자가 

대폭 증가(전년 대비 27% 증가) 하여 처음으로 원내 이용자를 추월하였다. 

2017년 12월말 기준으로 INIS SDI 서비스 이용자는 697명이며, 등록된 프로파일 수는 

2,367건(원내 342명, 프로파일 수 1,302건, 원외 355명, 프로파일 수 1,065건)이며, 기관별 

주요 이용자 및 프로화일 수는 <표 9>와 같다

연도
원   내 원   외 계

이용자 프로파일 이용자 프로파일 이용자 프로파일

2015 268 1,031 237 719 505 1,750

2016 297 1,134 300 913 597 2,047

2017 342 1,302 355 1,065 697 2,367

<표 8> 연도별 INIS-SDI 서비스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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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명 이용자 수 프로화일 수

한국원자력연구원 342 1,30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1 121 

한국원자력연구원(외부) 19 53 

한국전력기술(주) 18 61 

부경대학교 17 45 
서울대학교 15 41 
한국원자력연구원(KORNIS) 11 4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10 29 
한국원자력의학원 7 19 
연세대학교 7 20 
한양대학교 6 28 
국민대학교 5 10 
제주대학교 4 20 
표준과학연구원 4 13 

고려대학교 4 12 
조선대학교 4 14 
방사선 보건원 4 15 
충남대학교 4 12 
한국과학기술연합대학원 3 12 

㈜리가스 3 10 

한국수력원자력 3 10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 3 6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3 13 
한국표준과학연구원 3 6 
대구가톨릭대학교 3 10 

한국과학기술원 3 15 

안동대학교 3 8 

포항공대 2 6 

현대건설 2 2 
서울대병원 2 6 
월성 민간환경 감시기구 2 5 

하나원자력기술㈜ 2 5 

(주)지에프시 알엔리 2 5 

한수원 중앙연구원 2 3 

단국대학교 2 8 

충북대학교 2 6 

한국자원연구소 2 10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 2 

오리온이엔씨(주) 2 7 

애경산업 2 10 

한남대학교 2 7 

경북대학교 2 8 

비즈㈜ 2 5 

한국기계연구원 2 10 

성균관대학교 2 8 

기타 112 301

계 697 2,367

<표 9> INIS-SDI 서비스 기관별 주요 이용자 및 프로화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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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INIS SDI 서비스 홍보 활동

가. 현장 홍보

  INIS 국가센터는 INIS DB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INIS에 대한 소개와 검색 방법 등

을 매년 현장 홍보 활동을 하여 왔다. 원자력과 관련이 있는 한국부식방식학회(이지호, 이희

원, 김성우, 변관주), 대한방사선방어학회(이지호, 이희원, 강예슬),  한국열처리공학회(이지

호, 엄희승)에 참여하여 홍보 활동을 하였다.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아래 <표 10>과 같이 

학술발표회를 3회 참가하여 현장 전시를 하였다.<그림 8, 9, 10 참조>

<그림 8> 2015년 한국부식방식학회 추계학술대회 홍보: 부산 부경대학교

          

<그림 9> 2016년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추계학술대회 

홍보: 서귀포 제주휘닉스아일랜드



- 50 -

<그림 10> 2017년 한국열처리공학회 추계 학술표회 

홍보: 청주 충북대학교

대    회    명 일   시 장 소 비   고

2015년 한국부식방식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5.11.11. - 13 부산 현장 전시 참가

2016년 한국방사선방어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6.11.30. - 12.2 서귀포 현장 전시 참가

2017년 한국열처리공학회 

추계 학술대회
2017.11.10 청주 현장 전시 참가

<표 10> 현장 홍보활동 현황

   

나. 기타 홍보

  INIS 국가센터에 방문자 홍보를 위하여 2012, 2013년에 <그림 11>과 같이 INIS 프로모

션 홍보 액자, IAEA/INIS 정보서비스 활동, IAEA/INIS National Center 국내활동관련 전

동 롤 스크린 등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IAEA/ INIS DB,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자도

서관’ 홍보 카타록(<그림 12> 참조)을 제작하여 IAEA/INIS,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자도서관 

프로모션 할 때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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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NIS 프로모션 홍보 액자 및 전동 롤 스크린

<그림 12> ‘IAEA/INIS DB, 한국원자력연구원 전자도서관’ 홍보 카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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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INIS 원문헌(Full-text) 제공 서비스

INIS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한 문헌 중 보고서, 회의자료, 석박사학위논문 등과 같이 일반 상

업적인 경로로는 입수하기 어려운 비시판자료(INIS Non-conventional Literature)에 대한 

원문을 INIS 사무국에서는 2006년부터 온라인으로 일부 원문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INIS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회원국에서 발간한 비시판자료의 원문이 필요한 경우, INIS 

국가센터나 혹은 INIS 사무국에 의뢰하여 원문헌을 입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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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정보인프라 구축

제1절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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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자도서관 영문 홈페이지 구축

제4절 외부전자자원 게이트웨이 서비스 구축

제5절 보고서 이력 및 원문관리 구축

제6절 원자력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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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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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전자정보인프라 구축

원자력전문정보서비스를 위한 전자정보인프라 사업은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개선, 전자도

서관 영문 홈페이지 구축, 외부전자자원 게이트웨이 서비스 구축을 하였으며 보고서 이력 및 

원문관리 구축도 하였다.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은 기 운영 중인 전자연구노트 사용자의 편리성

과 관리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성능개선을 하였고, 연구원내 다

국적 이용자와 해외기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KORNIS21의 영문홈페이지 구축하였으며, 이용자

의 정보이용 행태가 pc기반에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KORNIS21를 통해 이용 가능한 외부 전자자원을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편리하게 검

색하고 원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이트웨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MIS 보고서관리와 전자도서관 보고서 관리시스템 정보를 연계·공유·관리함으로써 연구보고

서 발간/등록부터 연구보고서 원문제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연구보고서 이력을 추적하는 기능

과 전자도서관 관리자시스템의 보고서 원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문관리 기능을 구

축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보호 범위의 확장에 따라 KAERI 보고서 원문에 포함된 개

인정보를 검출하여 제거하였다. 그리고 원자력 연구보고서 및 연구논문 원문 DB 및 해외기술

보고서 DB도 구축하였다. 또한 지식경영시스템 및 연구노트 관리를 통하여 연구원들의 연구

활동에 도움을 주었다. 특히 원자력 연구개발에 필요한 관련 저널 및 웹 DB 등 디지털 콘텐

츠를 확보 및 제공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제1절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 개선 

1. 전자연구노트시스템 개선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은 기 운영 중인 전자연구노트 사용자의 편리성과 관리업무 효율성을 개

선하기 위하여 2015년도에는 전자연구노트시스템 개선안을 마련하여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성

능개선 용역을 수행하였다. 개선사항은 연구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프로그램 설치 간소화

- 하부섹션( 목차) 신설

- 연구노트 보고서 작성 및 출력 기능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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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개선 비교표 

구분 개선 전(현재) 개선 후 

연구노트
작성기(ELN)

� (추가 기능)

� 프로그램 설치 복잡(4개)

� 하부섹션 신설

� 프로그램설치 간소화

연구원용 웹 � (추가 기능)
� 연구노트 보고서 작성 기능 신

설

관리자용 웹
� (기능 추가)

� (기능 보완)

� 일정한 통계자료 작성 기능 추

가

� 통계자료 작성 기능 보완

<표 11>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개선 비교표

3. 전자연구노트시스템 개선 내용

구 분 내 용 비고

연구노트
작성기(EL

N)

- 섹션 밑에 세부섹션 신설(연구노트 목차관리)

- 작성도구(엑셀 등) 최신 버전 사용(라이센스는 연구원 제공)

- 연구노트 프로그램 설치 간소화( 원터치 설치 등)

- 이전 오류수정: 전체보기에서 지난 과제 모두 보이되 작성은 

  안 되게 설정(이전 구축된 내용 복원사항임)

- 기타 위와 관련된 사항

연구원용 
웹

- 연구노트 보고서 작성 기능 신설

   * 연구노트 작성 내용을 양식에 맞춰 일괄 저장 및 출력

   * 인증 받은 pdf 파일 기준

   * 연구노트 보고서 양식(안): 붙임1 참조

- 기타 위와 관련된 사항

관리자용 
웹

- 통계자료 작성 기능 개선

   * 현 기간별 통계에 과제별/부서별 통계 표시

   * 모든 통계자료에 소속 표시

   * 과책 소속별 과제리스트, 작성대상자, 노트구분, 전자노트

     페이지 표시

- 정해진 통계자료 생산

   * 경영진 보고용 자료: 붙임2 참조

   * 경영목표 실적 산정용 자료: 붙임3 참조

- 기타 위와 관련된 사항

<표 12>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개선 내용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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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KAERI 보고서 개인정보 보호 및 처리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보호 범위의 확장에 따라 KAERI 보고서 원문에 포함된 개

인정보를 2016년 05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검출하여 제거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정법률(공포‘13.8.6일, 시행’14.8.7일)에 따른 조치로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한(법 제24

조), 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법 제24조의 2)에 따른 조치와 기 보유 주민등록번호 중 법령

상 근거가 없는 경우 법 시행 후 2년 이내에 파기 조치(2016. 8.6 시한)가 필요하였다.

KAERI 보고서 원문에 노출된 주민번호,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KAERI 보고서 원문을 검색하고 삭제하는 것이다. 

1. 개인정보처리 대상 

구분 보관 장소 과업량

대상자료

연구보고서

(텍스트 PDF)
- 11,053권 (약 1,657,950면)

연구보고서

(이미지 PDF)
- 5,249권 (약 787,350면)

연구보고서

(Paper)

- 개인정보가 검출된 보고서는 서비스중인 인쇄

보고서도 개인정보 마킹처리

<표 13> 개인정보처리대상

 

KAERI 보고서 18,115권(2016년 4월 기준)중 원문PDF가 있는 KAERI보고서 16,892권을 

대상으로 하여 개인정보처리 작업을 하였다. 당초 16,302권이 대상이였으나 전수조사과정에서 

590건을 추가하여 전체 대상 16,892권에 대하여 개인정보처리 작업을 수행하였다. 

2. 개인정보처리 절차 

개인정보를 점검하기 위해, 전체 목록을 확보한 후 목록과 동일한 PDF파일을 복사하여 

Searchable PDF를 생성하였다. 텍스트형 PDF는 바로 수정이 가능하므로 삭제할 대상이 있

으면 바로 수정하였으며, 이미지 PDF는 Privacy-I 및 Acrobat로 검색이 되지 않으므로 

OCR된 파일로 검색한 후 해당 페이지를 Original 파일에서 수정하였다. 이와 함께 작업에 

필요한 워크시트에는 가능한 한 상세하게 항목 (ex. 보고서명, 제어번호, 보고서종류, 연도, 제

목 등..)을 추가하여 보다 많은 정보를 수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13>은 개인정보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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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도이다. 

<그림 13> 개인정보처리 공정도 

  

개인정보 검출도구로는 사용소프트웨어인 Privacy-i, Privacy-free, Adobe Acrobat와 육

안검사 등을 통한 개인정보를 검출하였으며, <그림 14>는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검출 후 PDF와 서비스용 인쇄본 보고서까지 해당 부분을 삭제하였고, 개인정보가 처리된 

보고서는 전자도서관시스템(Nuclis21, Kornis21)에 탑재하여 서비스하고, 인쇄보고서는 서가

에 원위치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INIS에 제공한 6,488건의 보고서 중 개인정보가 검출된 보고서는 123건으로 모두 삭제 및 

수정된 보고서로 교체 하였고, KCCH(원자력 의학원) 보고서 원본(Paper)은 추가적으로 개인

정보검출작업을 하였으나 검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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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개인정보검출방법

  

3. 개인정보 점검항목

  개인정보 점검항목은 보고서 관리기관의 사례를 참고하여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보고서 

개인정보 검증대상 항목』을 확정하였다. <표 14>는 개인정보 검증대상 세부항목을 나타낸 것

이다. 개인정보 점검항목은 다음과 같이 세부항목은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개인고유정보 9개 

항목(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휴대폰번호, FAX, 이메일, 주소, 급여, 이력)과 기관

고유정보 3개 항목(법인카드번호, 과제카드번호, 카드사용내역) 총 12개 항목을 삭제할 검증 

대상으로 보고 이를 중점적으로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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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세부항목 검증 및 삭제대상

개인

정보

주소
기관주소 X

개인주소 ○

e-mail
기관 대표 이메일 X

개인 이메일(개인계정 포함) ○

전화번호
기관 전화번호 X

개인 전화번호 ○

FAX
기관 FAX X

개인 FAX ○

개인식별번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증번

호, 외국인등록번호
○

개인금융정보 계좌번호 ○

휴대폰 휴대폰 번호 ○

연봉정보 급여 혹은 연봉내역 ○

이력정보*)

성명 ○

소속기관 X

부서/과 X

전화번호 X

직위 X

학위 X

최종학교 X

근무기록 및 이력정보 X

기관

고유

정보

/

과제

정보

기관 경영정보

자본금 X
사업자등록번호 X
법인등록번호 X
매출액 X
업종 또는 업태 X

과제회계정보

사업비 총계 X

인건비 내역 X

직접비 내역 X

간접비 내역 X

위탁연구개발비 내역 X

연구장비 구입 내역 X

기타 과제비목별 세부 집행 내역 X

법인카드번호 ○

과제카드번호 ○

카드사용내역 ○

<표 14> 개인정보 검증대상 세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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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처리 결과

KAERI보고서 18,115권 중 원문이 있는 KAERI보고서 16,892권에 대한 개인정보 점검결과

는 아래와 같다. 

- 개인정보 점검항목 :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력정보 등 개인

고유정보 9개 항목, 기관고유정보 3개 항목

- 850권의 보고서에서  11,915건 검출

- 검출된 보고서 중 주민등록번호는 351권에서 2,675건 검출

- 사업진행 중 KAERI보고서 전수조사를 통하여 

· PDF원문이 존재하는 590건 추가적으로 개인정보 점검

가. 보고서 종류별 개인정보 검출현황

보고서 종류 전체권수 검출권수 검출건수 

 AR 1,002 3 3 

 CM 1,964 25 747 

 CR 528 18 292 

 EP 16 5 13 

 GP 292 54 428 

 MR 532 53 3,322 

 OT 2,301 467 1,832 

 PP 34 0 0

 PR 50 4 23 

 RR 4,060 131 3,384 

 TR 5,171 76 1,707 

 TS 262 0 0

 UM 21 3 3 

 기타 279 3 83 

 선임 294 4 62 

 책임 86 4 16 

 총합계 16,892 850 11,915

<표 15> 보고서 종류별 개인정보 검출현황

 

  해외출장보고서인 “OT”에서 개인정보가 가장 많이 검출되었다. 이는 개인의 출장일정에 

대한 보고이기에 개인 기록이 많이 수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 다음이 연구보고서인 “RR”

에서 개인정보가 많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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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보고서 종류별 개인정보 검출현황도 

나. 검출항목별 개인정보 검출현황

검출항목 검출유형권수 검출건수   

A01(전화번호) 238 4,753

A02(이메일) 359 1,630

A03(주소) 73 2,192

A04(주민번호) 351 2,675

A05(계좌번호, 카드번호) 26 41

A06(이력정보) 24 299

A09(기타) 46 325

총합계 1,117 11,915

<표 16> 검출항목별 개인정보 검출현황

<그림 16> 검출항목별 개인정보 검출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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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출항목별 개인정보 검출현황을 보면 개인 전화번호가 가장 많이 기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중요성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

행되기 전까지는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시기였다고 보여진다. 

다. 주민등록번호 검출현황

보고서 구분 검출유형권수  검출건수  

CM 10 35 

CR 11 67 

GP 3 6 

MR 40 1,927 

OT 206 244 

PR 1 5 

RR 48 160 

TR 27 189 

선임 4 39 

책임 1 3 

총합계 351 2,675 

<표 17> 주민등록번호 검출현황

<그림 17> 주민등록번호 검출현황도

  가장 민감한 부분인 주민등록번호 검출은 해외출장보고서인 “OT”에서 많이 검출되었다. 

그리고 “MR”보고서는 특정 단체에 속한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리스트를 기재한 경우가 있어

서 건수로는 “MR”에서 많이 검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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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전자도서관 영문 홈페이지 구축

연구원내 다국적 이용자와 해외기관 이용자들을 위한 정보서비스 체계 구축 및 전자도서관 

활용성 제고하고자 KORNIS21의 영문홈페이지 구축을 2017년에 실시하였다.

1. 영문홈페이지 구축 배경 및 목적 

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에 외국인 연구자와 연수인력 등의 수가 늘어 감에 따라 전자도서관 

영문홈페이지의 필요성이 제기됨

나. 외부망 전자도서관(KORNIS21)을 통해 정보를 얻고자하는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한 서비

스 체계 구축이 필요함

다. International Nuclear Information System(국제 원자력 정보 시스템)의 우리나라 국

가센터로 International Nuclear Library Network에 가입되어 있어 원활한 정보교류를 

위해 전자도서관 홈페이지 영문화가 필수적임

라. 다국적 이용자들이 KORNIS21을 통해 기술정보를 검색하고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체계

를 구축하고자 함

  

2. 구축결과

가. 외부망 전자도서관(KORNIS21)의 영문화

  o 로그인 없이 이용 가능한 전자도서관 페이지에 대한 영문화

  o 현재 도서관 서비스의 기능 유지

  o 영문 문자셋에 따른 콘텐츠 및 디자인 재구성

나. 외부망 전자도서관(KORNIS21)에서 영문홈페이지 버튼 클릭시 화면 전환을 통해 전자도

서관 영문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다. 정부에서 요구하는 웹표준 및 웹접근성 지침을 적용하여 구현 

  o 웹표준 “전자정보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안전행정부고시 제2013-18호, 2013.06.28.)”

준수

  o 웹접근성 “KWCAG 2.1(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o 5대 웹브라우저(인터넷 익스플로러, 파이어폭스, 크롬, 사파리, 오페라) 크로스브라우징

(CrossBrowsing)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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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부전자자원 게이트웨이 서비스 구축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가 pc기반에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이나 

외부망 전자도서관 모바일 페이지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들의 정보 이용행태에 부합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KORNIS21를 통해 이용 가능한 외부 

전자자원을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편리하게 검색하고 원문까지 원스탑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이트웨이 서비스체계를 2017년에 구축하였다.

가. 추진 배경 및 필요성

  o 이용자의 정보이용 행태가 pc기반에서 다양한 모바일기반의 디바이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

  o 이에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외부망 전자도서관을 통해 이용 가능한 외부 전자자원을 다양

한 디바이스를 통하여 편리하게 열람/이용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

고자 함

나. 서비스 내용

  o 외부 전자자원 게이트웨이 서비스

- 현재 KORNIS21을 통해 이용 가능한 전자저널, 웹DB, e-Book 컨텐츠 등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바일 페이지 구축

구분 반응형 웹여부 이용 가능기기 이용대상

개선 전 X PC 기반 기관 이용자(로그인 후 이용가능)

개선 후 O
테블릿 등 

모바일 기반의 디바이스
기관이용자(로그인 후 이용가능)

<표 18> 외부 전자자원 게이트웨어 개선 전후 비교

 ※ KORNIS21를 통해 이용 가능한 외부 전자컨텐츠의 경우 KAERI만을 대상으로 이용 라

이센스를 취득

다. 추진 결과

  o 전자자원 이용편의성 향상을 위한 반응형 모바일 웹페이지 구축 

- 모바일 기반의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현재 구독중인 전자저널, 웹DB, e-Book 컨텐츠

를 서비스하기 위한 반응형 웹페이지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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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환경관리

- 이용가능 콘텐츠 배치 및 환경관리

  o 로그인 기능

- 인증된 이용자만 컨텐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로그인 기능

  o 외부 전자자원을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어 연구원의 이용 편

의성과 연구 효율성 증대

  o 이용자의 전자자원 이용행태에 맞는 컨텐츠 이용환경 제공을 통해 이용 활성화 가능

제5절 보고서 이력 및 원문관리 구축
  

MIS 보고서관리와 전자도서관 보고서 관리시스템 정보를 연계·공유·관리함으로써 연구보고

서 발간/등록부터 연구보고서 원문제공까지 전 단계에 걸쳐 연구보고서 이력을 추적하는 기능

과 전자도서관 관리자시스템의 보고서 원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원문관리 기능을 구

축하며 이에 따른 보고서관리 업무 기능 및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하여 2017년에 전자도서관 

보고서 관리자시스템을 기능개선 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연구보고서 원문을 효율적인 관리하고, 연구보고서 생산단계부터 원문제공 

서비스까지 문제발생(보고서번호 중복/누락, 원문유출)시 이를 추적하여 신속한 원인규명 및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었다. 

1. 기능 개선 범위

가. KAERI 보고서 원문관리

  - 연구보고서 원본을 서버에서 관리 할 수 있도록 연구보고서 원문관리 개발

  - 연구보고서 원본 관리 기능 - 이용자가 제출한 연구보고서 원본을 열람(다운로드) 및 

수정, 보완된 연구보고서 원본을 업로드 할 수 있는 기능

  - 연구보고서 메타데이터 동기화 - 전자도서관 서지, 연구보고서 관리시스템의 보고서, 

MIS 연구보고서 발간/등록관리의 보고서 메타데이터 동기화

  - 신규 개발되는 보고서 원문관리 구조에 맞게 서버에 탑재된 원본파일 폴더 정리

나. KAERI 보고서 이력관리

  - KAERI보고서별 이력에 대한 날짜별, 이력내용 관리 기능

  - 이력 근거파일 관리 기능: 

     원문제공 근거자료(요청일자, 기관, 사유, 공문파일, 이메일파일 등) 

  - 관리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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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IS와 연계하여 보고서번호(생성/삭제 등), 공개/비공개, 비밀/평문, 내, 외부망 서비

스에서 연구보고서 원문제공 서비스 이력 관리 

     원문(PDF) 생성/변경 이력

     외부기관 원문제공 : KISTI 등 주요기관, 내외부 감사, 원문복사서비스 등

  - 외부기관에 제공한 KAERI보고서 목록 반입/반출 기능

  - MIS에서 생성된 KAERI보고서 정보에 대한 이력 열람 기능

다. 연구보고서 관리시스템 프로세스 개선

  - 전자도서관에서 관리되는 보고서 서지, 참여자, 과제정보를 제거하고 MIS에서 관리되는 

연구보고서 정보를 연계하여 보고서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

  - 연구보고서 PDF 변환 프로세스에 최적화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

  - 연구보고서 신청 및 등록 업무가 통합경영정보시스템에서 처리됨에 따라 전자도서관에 

제공되는 연구보고서 관리시스템의 불필요한 프로세스 제거

라. 연구보고서 기능개선

  - 완료 처리된 연구보고서

     처리상태(이전) 변경 불가

     원문파일(서비스 PDF) 업로드 기능 제공

     원문파일(서비스 PDF) 업로드 시 로그파일 생성

  - MIS에서 제공하는 연구보고서 정보를 이용하여 서지정보(MARC) 생성

마. 기타 기능개선 

  - 원문 및 보고서 이력통계 개선 및 추가

  - 원문복사서비스에서 KAERI보고서 원문복사 신청시 신청로그 생성

2. 구축 주요내용

가. 시스템 구성도

  보고서 이력 및 원문관리구축 시스템 구성도는 <그림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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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시스템 구성도

나. 상세내역 

  보고서 원문관리는 기존 한 개의 원본파일 폴더로 관리하던 것을 업무프로세스에 따라 분

리하도록 함으로써 원본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재구성 하였으며, <그림 19>는 이것

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19> 보고서 원문관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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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서 반출관리는 KAERI 보고서에 대해서 일반 이용자 뿐만아니라 타 기관에 제공하고

자 할 때 보고서 원문을 시스템을 통해서 제공하고 그 근거를 남김으로써 그 이력을 관리하

고 향후 각 보고서들이 어디에 얼마나 제공되었는지 추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림 

20>은 보고서 반출관리 개요도이다. 

 

<그림 20> 보고서 반출관리 개요도 

  

  보고서 이력관리는 KAERI 보고서의 생성과 이용 및 페기에 이르기 까지 전주기적 관리

포인트를 가지고 각 보고서에 대한 이력사항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말하고 <그림 

21>는 이력관리 개요도이다. 

<그림 21> 보고서 이력관리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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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웹페이지 설계

     구축된 웹페이지 중 중요한 몇 가지만 열거하면 아래와 같다. 

   

(1) 보고서 반출관리

  - 개요 : 외부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보고서 반출 요청시 반출정보를 저장하여 반출되는 

보고서를 관리. 반출된 보고서는 보고서 번호로부터 연결된 보고서 원문 파일이

며, 원문 파일은 ZIP파일 형태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 기능 : 반출 이력 목록 및 검색기능 제공

<그림 22> 보고서 반출관리

(2) 보고서 반출관리 상세

  - 개요 : 반출될 보고서의 반출정보를 작성하는 화면. 보고서번호는 반출된 보고서 번호

를 목록 형태로 입력하고 번호 검증을 통하여 보고서 번호를 검증 할 수 있는 

기능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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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보고서 반출관리 상세

(3) 보고서 원본관리

  - 개요 : 완료된 보고서의 원문을 교체 할 경우 보고서 원문 관리를 통하여 원문을 교체

가 가능하다. 원문을 교체 시 보고서 생성이력에 원문 교체 이력이 등록.

<그림 24> 보고서 원본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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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고서 원본관리 상세

  - 개요 : 보고서 원본을 확인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며, 원본을 확인시 원본파일의 파

일명을 클릭하여 원본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원본 파일 교체시 원본

파일교체 버튼을 이용하여 교체가 가능

<그림 25> 보고서 원본관리 상세

(5) 보고서 이력관리

  - 개요 : 연구 보고서의 생성부터 현재 이용되는 모든 이력정보를 확인하기 위한 기능을 

제공. 이력관리 간략은 보고서 분류, 보고서번호로 검색기능이 제공되며, 이력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상세 페이지에서 제공

<그림 26> 보고서 이력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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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보고서 이력관리 상세

  - 개요 : 보고서의 기본정보를 표출. 보고서 생성 이력은 MIS에서 생성된 정보를 기본으

로 전자도서관 보고서시스템의 변경 내역도 포함 한다. 원본파일 교체 또는 서

비스파일 교체 시 생성이력에 등록된다. 보고서 제공이력은 NUCLIS21, 

KORNIS21, 외부기관요청등 원문이 활용된 모든 정보가 제공

<그림 27> 보고서 이력관리 상세

(7) 원문 & 원본 업로드 기능

  - 개요 : 보고서의 원문 및 원본 업로드 기능 제공

<그림 28> 원문 & 원본 업로드 기능



- 74 -

제6절 원자력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및 해외기술보고서 원문 DB 구축

2015년 - 2017년도 연구보고서 원문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은 보다 신속한 원문 DB 서

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행하였다. 

 

1. 사업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사업의 목적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KAERI 보고서와 연구논문의 디지털화 및 DB 구축을 통하여 

지식정보기반을 확립하고 고품질의 원자력 관련 학술연구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

이 있다.

나. 사업의 필요성

(1) 지식의 창출 및 활용정도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지식 기반사회에서 연구에 필요한 

지식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정보환경조성은 시급한 과제이다.

(2) 기존사업을 통하여 구축된 자료의 지속적인 디지털화 및 연계 확대를 통해 정보 검색 

및 원문 공동이용의 효율성을 증대할 필요가 있다.

2. 대상자료 구축내역

  연구원 내에서 발행되는 보고서에 체계적으로 번호를 부여하고 해당보고서의 원문(full 

text)을 구축하여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 활용토록 하였다. 이용자들이 전자도서관의 나의도서관

-연구보고서에서 보고서 번호를 부여받으면, 각각의 보고서는 각 단계를 거쳐 디지털화한 후 

원문을 전자도서관에 업로드한다. 기술현황분석보고서(AR), 기술보고서(TR), 연구보고서(RR) 

등에 대한 보고서 전체 원문은 2015년도 751건, 2016년도 937건, 2017년도 1,511건을 구

축하여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연구논문은 연구원 소속연구자가 국내외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게재/발표(구두 및 포스터)

한 논문으로 기고전 신청절차와 게재 및 발표 완료 후 제출하는 확인 절차로 관리된다. 논문

원문(Full Text)의 서지사항, 저자사항 등 관련 증빙자료 확인 및 제반사항의 검토과정을 거쳐 

접수된 게재/발표 논문은 보정 후 최종 PDF 파일로 변환하여 전자도서관에 업로드하며 저자 

및 이용자는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연구논문의 원문을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다. 연구논문에 대

한 원문은 2015년도 3,307건, 2016년도 3,116건, 2017년도 2,789건을 구축하여 온라인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표 19>는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해외기술보고서의 원문DB 구축 현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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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건명 자료형태  구축년도 구축량(건)

KAERI 

연구논문 원문 DB
PDF

2015 3,307

2016 3,116

2017 2,789

KAERI 

연구보고서 원문 DB
PDF

2015 751

2016 937

2017 1,511

해외기술보고서 DB PDF 2015 1,300

<표 19> 연구논문, 연구보고서, 해외기술보고서 원문DB 구축 현황 

  

3. 기대효과

- 원자력분야 중요 연구개발정보의 디지털 콘텐츠 DB구축을 통하여 원자력 

     지식정보관리 기반 구축

- 연구원 소속 연구원이 발표한 연구논문 즉시 활용 가능

- 연구원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 즉시 활용 가능 

- 원자력 연구정보자원관리 및 보관측면에서 효과적 관리 가능

- 자료 분류 체계의 일관성 유지가 가능하게 하여 자료의 효율적 검색 가능

- 연구자 자료수집의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고 학술연구경쟁력 강화

제7절 지식경영시스템 운영 

  지식경영(Knowledge Management; KM)은 개인이나 조직의 구성원들이 자신의 머릿속에

서만 또는 내부적으로만 가지고 있는 연구/업무 노하우 등과 같은 암묵적 지식과 회의자료 등

과 같은 형식적 지식을 체계적으로 발굴하여, 조직 내부의 보편적인 지식으로서 공유하고, 공

유된 지식을 통해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거나 개인은 물론 조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조

직 전체의 연구경쟁력을 높이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우리 연구원에서는 2004년 8월 지식경영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조직문화의 혁신차원에서 지

식경영을 적극 추진해오다가, 이후 이 업무가 업무혁신팀을 거쳐 2007년 4월 30일자로 기술

정보팀으로 이관되어 왔다. 

  우리 연구원에서의 지식경영은 초기에는 전담부서의 노력과 경영진의 지원으로 활발하게 운

영되어 왔으나 전담팀 해체 후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과제 기간에 수행한 

지식경영 주요 업무 및 통계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76 -

1. 2015년 지식경영시스템 주요 운영실적

가. 지식 등록 및 CoP 운영 실적

  (1) 신규지식 등록건수 165건, 누적 등록지식 4,078건  

  (2) 신규 CoP 12개 개설신청 승인 및 누적 CoP 158개 운영

       

나. 지식활동 우수자 대상 상품권 지급

  (1) 지급대상 : 누적 지식 마일리지 500점당 이상인 자 

  (2) 대상인원(지급금액) : 3명(각 50,000원, 합 150,000원)

다. 지식경영 도우미 개정 및 FAQ 신설

  (1) 지식경영 FAQ 신설 및 홈페이지에 반영

  (2) 지식경영 및 CoP 도우미 업데이트 및 홈페이지에 반영

라. KM 시스템 업그레이드 필요성 검토

  (1) KM 시스템의 노후화에 따라 기존 시스템의 업그레이드 필요성 검토

바. 기타 지식경영 일상업무 수행

  (1) 지식마스터 검토기간 지체 여부 체크 및 승인 요청

  (2) CoP 개설 요청 승인, 폐쇄 요청 처리

  (3) 신규지식 사용자평가 및 베스트 지식 설정

  (4) 지식경영 문의사항 답변 및 사용안내 등

2. 2016년 지식경영시스템 주요 운영실적

가. 지식 등록 및 CoP 운영 실적

  (1) 신규지식 등록건수 51건, 누적 등록지식 4,107건 운영 

  (2) 신규 CoP 11개 개설신청 승인 및 누적 CoP 167개 운영

   

나. 지식활동 우수자 대상 상품권 지급

  (1) 지급대상 : 누적 지식 마일리지 500점당 이상인 자 

  (2) 대상인원(지급금액) : 대상자 없음

     

다. 기타 지식경영 일상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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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식마스터 검토기간 지체 여부 체크 및 승인 요청

    (2) CoP 개설 요청 승인, 폐쇄 요청 처리

    (3) 신규지식 사용자평가 및 베스트 지식 설정

    (4) 지식경영 문의사항 답변 및 사용안내 등 

3. 2017년 지식경영시스템 주요 운영실적

가. 지식 등록 및 CoP 운영 실적

  (1) 신규지식 등록건수 91건, 누적 등록지식 4,104건 운영 

  (2) 신규 CoP 15개 개설신청 승인 및 누적 CoP 178개 운영

     

나. 지식활동 우수자 대상 상품권 지급

  (1) 지급대상 : 누적 지식 마일리지 500점당 이상인 자 

  (2) 대상인원(지급금액) : 총 3명 (15만원)

다. 지식마스터 조정

  (1) 조직 및 부서장 변경에 따라 지식마스터 대폭 조정 

라. 기타 지식경영 일상업무 수행

    (1) 지식마스터 검토기간 지체 여부 체크 및 승인 요청

    (2) CoP 개설 요청 승인, 폐쇄 요청 처리

    (3) 신규지식 사용자평가 및 베스트 지식 설정

    (4) 지식경영 문의사항 답변 및 사용안내 등 

4. 지식경영시스템 운영 통계

가. 지식등록 현황

  2015년-2017년도의 연도별 지식등록, 지식조회 및 우수지식 현황은 <표 20>과 같다. 

<표 20>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 대비 2016년 지식등록 건수는 대폭 감소하였으나 

2017년도는 다소 증가하였다. 지식조회 건수는 2016년도보다 2017년도가 지식등록 건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다. 전반적으로 지식등록 및 조회가 감소하고 있는데 그 이유

는 2010년부터 지식경영 포상이 중단되는 등 연구원의 관심 하락이 주요 원인으로 보인다. 

또한 2013년도에는 MIS를 개편하면서 메인화면에 나오던 개인 지식경영마일리지 등이 KM 

화면으로 이동했고 신규지식도 타 메뉴에 뒤로 이전되는 등 직원들의 KM에 접근하기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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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진 점도 작용했다고 생각된다. 2017년도에는 신규지식이 중앙 화면에 좀 더 잘 보이게 

조정되어 2016년도 보다 지식등록 및 조회 건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구 분 지식등록 지식조회 우수지식

2015년도 165 14/월 18,666 1,556/월 24 15%

2016년도 51 4/월 14,771 1,231/월 10 20%

2017년도 91 8/월 26,373 26,773/월 21 23%

(단위 : 건)

<표 20> 연도별 지식활동 현황

나. CoP 운영 현황

  2015년-2017년도의 CoP 운영 현황은 <표 21>과 같다. <표 21>을 토대로 살펴보면, 

2015년도부터 3년간 CoP 신규개설, 자료등록 및 조회건수에 큰 변동이 없음을 알 수 있

다. 2015년도 대비 2017년도는 CoP 운영건수는 늘어났으나 자료등록 및 조회 건수는 비

슷한데 그 이유는 비활성화된 CoP를 최근 3년간 정리하지 않아서 운영건수는 더 많지만 비

활성화된  CoP가 많아 운영실적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구 분 신규개설 자료등록 조  회

2015년도 12 누계:158 4,081 340/월 20,005 1,667/월

2016년도 11 누계:167 3,857 321/월 18,469 1,539/월

2017년도 15 누계:178 3,702 309/월 20,356 1,696/월

(단위: 건/회)

<표 21> 연도별 CoP 운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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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연구노트 관리 

1. 연구노트 운영개요

연구기록물은 연구의 기획 단계부터 종료 시까지의 연구(기술)보고서, 지적재산권, 연구논문, 

연구(실험)노트, 설계도면, 노하우, 회의자료 등 다양한 지식정보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중 연

구보고서 및 지적재산권 등은 오래전부터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나 연구노트 등은 그 중요

성에 비하여 전혀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술정보팀은 연구기록물 관리 중 관리되고 

있지 않은 정보 중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사업을 2007년도에 

시작하여 2008년 시범운영을 거쳐 2009년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기본과제(현 주요사업) 

대상으로 본격적인 운영을 실시하였다.

2013년도에는 신 전자연구노트시스템을 도입 연구원들이 더욱 편리하게 전자연구노트를 사

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연구노트 기록을 활성화 시키고 아울러  서면노트 관리 비용 절감 등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였다.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재산화

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하며, 이하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사업에 

대하여만 기술한다.

연구노트 작성 사업의 목적 및 기대효과는 아래와 같다.

 - 기술 및 노하우의 축적 및 전수로 연구원의 논문작성, 특허출원, 기술이전 및 과제관리

에 활용되며 후발 연구원이 그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빠른 시일 내에 습득하여 연구에 차

질이 없도록 한다.

 - 부적절한 공동저자 및 공동연구자의 예방과 공동연구자의 기여율 책정 근거에 활용하는 

등 연구윤리 향상에 기여한다.     

 - 기술이전시 “연구노트 실사” 대비와 부정경쟁방지법 등 법률에 의한 보호가 가능하여  

연구원의 소중한 지적재산권의 보호 및 침해방지에 기여한다.

2. 연구노트 배부 및 작성 현황

 

2013년도부터 연구노트는 전자연구노트 작성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만 서면노트를 

작성하도록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지침”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과제책임자는 기록자관리

에서 연구행정, 자문 업무 등 연구노트 기록이 필요하지 않은 참여자를 면제하고, 기록대상자 

중 실험실에서 직접 작성자 등 서면연구노트 작성이 필요한 연구자는 서면연구노트를 신청할 

수 있게 하고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전자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되었다. 전자연구노트는 통계

상 ‘페이지’ 즉 ‘건’을 기준으로 작성 분량을 산정하고 있다. 여기서 ‘건’이란 전자연구노트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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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에서 보이는 ‘페이지’를 의미하는데 연구자에 따라 1건이 A4 용지 기준으로 환산하면 1쪽 

이하 짤막한 실험노트 부터 몇 개월 이상 연구한 여러 쪽의 연구노트를 한꺼번에 1건으로 올

리는 등 다양하여 단순히 ‘건’만으로 연구노트 내용의 충실도를 가늠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가. 2015년도 현황 

  2015년 1.1- 12.31까지 서면연구노트 362권을 배부하였으나, 연구노트 기간이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통계상으로는 기록대상자 2,542명 중 1,942명이 전자연구노트, 

600명이 서면노트를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전자연구노트는 대상자 1,942명 중 688명이 4.470건을 작성하였다.

나. 2016년도 현황  

  2016년 1.1- 12.31까지 서면연구노트 285권을 배부하였으나, 연구노트 기간이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통계상으로는 기록대상자 2,477명 중 1,924명이 전자연구노트, 

553명이 서면노트를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전자연구노트는 대상자 1,924명 중 727명이 5,588건을 작성하였다. 

  

다. 2017년도 현황 

  2017년 1.1- 12.31까지 서면연구노트 245권을 배부하였으나, 연구노트 기간이 연도에 

걸쳐 있는 경우가 많아 경영통계상으로는 기록대상자 2,908명 중 2,448명이 전자연구노트, 

460명이 서면노트를 작성한 것으로 나온다.

  전자연구노트는 대상자 2,448명 중 620명이 5,331건을 작성하였다. 

3. 전자연구노트 유지보수

2015년 4월 6일 전자연구노트하드디스크 2개가 파손되면서 시스템이 정지되었다. 시스템은 

5월19일 복구하였으나 전자연구노트 저장 자료가 유실되었다. 유실된 자료는 연구자 개인 PC 

연구노트 폴더를 제출 받아 복구하였으나, 퇴직자 연구노트 및 중간에 PC 교체자 등의 자료

는 복구하지 못하여 총 페이지의 약 80%만 복구하는데 그치고 말았다. 입수 가능한 자료 기

준으로는 99%를 회수하여 복구하였다.

위 사고로 전자연구노트 관리의 취약점이 부각되어 관련부서 등과 협조하여 아래와 같은 보

완 조치를 취하여 향후 사고 예방 및 조기 복구를 도모하였다. 

 - 정보통신팀 중앙 백업시스템에서 전자연구노트 시스템 백업

 - 전자연구노트 유지보수업체 분리(소프트웨어, 하드웨어-지역업체)

2015년 사고 이후 전자연구노트 유지보수는 소프트웨어는 연구노트개발 업체(서울 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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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스템프 개발업체(서울 소재)와 하드웨어 업체(대전 소재) 3 업체에서 담당하고 있다. 전자

연구노트(하드웨어 포함)는 매월 1회 점검, 타임스탬프는 3개월에 1회 점검하며 지속적으로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4. 서면연구노트 회수 및 원문DB 구축 

가. 서면연구노트 회수

  서면연구노트 분실 및 훼손 방지를 위해 2014년도부터 작성 후 3년이 경과한 서면연구노

트는 전 부서에 공문으로 요청하여 회수를 하고 있으며, 2015-2017년도 실적은 아래와 같

다.

  - 2015년도: 1,057권 중 491권 회수

  - 2016년도: 810권 중 228권 회수

  - 2017년도: 643권 중 354권 회수 

나. 서면연구노트 원문DB 구축

  위에서 회수한 서면노트와 퇴직자들이 제출한 서면노트는 2014년부터 매년 원문 DB를 

구축하여 연구자들이 본인 PC에서 ‘다담스’를 통하여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2015-2017년도 실적은 아래와 같다

  - 2015년도: 915권(30,157면)

  - 2016년도: 496권(15,200면)

  - 2017년도: 632권(20,198면)

     

 5. 연구노트 홍보 및 사후 관리

가. 연구노트 홍보 강화

  2015- 2017년도에는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하여 홍보 및 교육을 강화 하였다.

우선 아래와 같은 연구노트 설명. 홍보 자료를 전면 개정하여 전자연구노트 웹 게시, BBS 

게시, 메일 송부 시 첨부 등 연구원들에게 홍보하였다.

  - 연구노트 기록 및 관리

  - 전자연구노트프로그램 설치 및 시작 요령

  - 연구노트 기록자관리

  - 전자연구노트사용방법 요약

  - 연구노트 업무절차도

  - 연구노트 작성 안내(교육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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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노트 교육 강화

  연구노트 작성에 대한 원내 교육을 강화하여 아래와 같이 연구노트 교육을 실시하였다. 

  - 2015년도: 4회, 67명(본원 2회, 정읍/경주 각 1회)

  - 2016년도: 5회, 103명(본원 3회, 정읍/경주 각 1회)

  - 2017년도: 4회, 84명(본원 2회, 정읍/경주 각 1회)

   

다. 전자연구노트 인증서 갱신

  2017년도에 전자연구노트 인증을 위한 인증문서 3건을 갱신하였다.(5.23)

  - 정부공문서인증센터 인증서 갱신(2019.8.23. 까지)

  - TSA 인증기간 연장(2021.09.22. 까지, 위 인증서와 연계)

  - 특허전략연구원 시점인증 연장(2025.12.31. 까지)

제9절 원자력 정보 콘텐츠 확보

대부분의 학술컨텐츠가 전자형태로 제공되고 있음에 따라, 인쇄매체 이외의 Web DB 및 전

자저널 등 각종 전자매체에 수록된 정보자료를 다양하게 수집하여 연구원들에게 제공하고 있

다. 특히 원자력분야는 종합적이고 복합적인 다학제성을 띄고 있는 관계로 가능한 한 보다 폭

넓은 주제분야의 정보원을 구입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학술지 등에 발표된 학술문헌을 통해 관련 연구분야의 동향 및 전망이 가능하며, 이미 이루

어진 연구에 대하여는 중복연구를 피할 수 있고 또한 기존 연구결과에 따를 후속연구로 학문

분야의 발전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새로운 연구분야를 개척하는데 기여할 수도 있다. 

또한 연구논문은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매체로 축적된 과학기술 지식을 저장하는 것이기도 하

다. 따라서 관련분야의 학술지 및 학술 Web DB는 연구자들의 연구활동과 그 연구결과의 산

출물인 연구논문 작성에 반드시 필요한 연구보조 도구라고 할 수 있겠다.

이에 우리 연구원에서는 약 10,000종의 전자학술지, 125종의 인쇄학술지 및 SCOPUS를 

비롯한 13종의 Web DB를 구독하여 연구원들이 논문 작성시와 연구시 적극 활용할 수 있도

록 연구기반을 조성하여 연구논문 산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특히 2017년도에는 IOP, Ebsco, 

Wiley, Elsevier ebook과 ISO, KEPIC을 추가 구독하여 연구원의 연구업무 지원에 더욱 박

차를 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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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자저널 및 Web DB 구독현황

가. 전자저널 

   전자저널은 연구자들이 찾고자하는 정보자료를 연구실에서 전자도서관을 통하여 실시간

으로 직접 검색 및 원문을 입수할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하는 정보매체이다. 우

리 연구원에서는 한국과학기술정보원(KISTI)에서 주관하고 있는 전자저널 국가 컨소시엄

(KESLI: Korea Electronic Site License Initiatives)을 통해 대부분의 저널을 구독하고 

있으며 일부 저널을 개별계약을 통해 구독하고 있다. 2015년부터 2017년도에 구독한 전

자저널의 구독현황은 <표 22>와 같다.

구
분

순
번

전자저널명
구독 종수

2015년 2016년 2017년

해외

1  Elsevier(Science Direct) 2,234 2,234 2,253

2  American  Chemical Society 45 59 43

3  American Chemical Society Archive Journal 35 35 10

4 ASME journal 2014 KESLI Consortium 28 30 28

5  Institute of  Physics Publishing 85 85 64

6  IEEE/IEE  Electronic Library 458 462 462

7  Springer 1,763 1,760 1,574

8  Royal Society  of Chemistry 26 30 36

9  Soft  Matter 1 1 1

10
 American Institute of Phyiscs & American Physical 

Society
23 27 22

11  Nature Group 5 5 5

12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 20 30 21

13  Wiley 743 742 969

14  Small 1 1 1

15  Science 1 1 1

16  Corrosion 외 개별 7 10 8

국내
17 KISS 1,837 1,920 3,311

18 DBPIA 1,780 1,802 1,958

 합 계 9,092 9,234 10,767

<표 22> 전자저널 구독현황 (201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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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cienceDirect

  Elsevier에서 발행되는 ScienceDirect는 세계적인 STM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중의 하

나로서 약 8백만 건의 논문을 수록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과학ㆍ의학ㆍ기술ㆍ사회과학 분

야 등 약 2,000여종 학술 저널의 원문(Full-Text)을 이용할 수 있으며 일부 저널은 창간호

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2) Springer

  Springer에서 발행되는 STM(Science, Technology, Medicine)분야 최고의 출판사인 

Springer의 ebook 및 저널, 참고도서를 통한 통합 검색 및 원문보기를 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으로 연구원에서는 약 1,500여종 저널의 원문(Full-Text)을 창간호부터 현재까

지 이용이 가능하다.  

(3) Wiley-Blackwell

  Wiley-Blackwell은 화학, 물리학, 생명공학, 의학, 수학, 통계, 경영/경제, 교육, 인문사

회, 심리학, 컴퓨터학 등 전 주제 분야를 중심으로 1807년에 설립된 과학 기술 분야의 선구

적인 출판사로, Backfile collection, Online book, eMRWs, Cochrane Library 등 인쇄

자원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전자자원을 제공하고 있다. 출판 전에 최신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Early View 기능과 Top 10 Journal과 주제별 Top Articles 리스트를 제공하고 있

다. 연구원에서는 주로 화학, 물리, 생명공학 등의 STM 주제분야의 740여종 저널의 원문

(Full-Text)을 이용할 수 있다.

(4) IEL

  IEL(IEEE/IET Electronic Library)은 전기ㆍ전자공학, 응용물리학, 전기 통신 공학, 컴퓨

터 공학 등의 주제분야에 관련하여 연구원에서는 IEEE/IET가 저작권을 가진 Journals, 

Conference Proceeding, IEEE Active Standards의 1988년부터 (일부 1913년부터) 최

근의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5) IOP

  IOP(Institute of Physics)는 세계적으로 물리학계를 주도하는 IOP 학회의 저널을 출판

하고 있으며, 물리학, 의학, 응용물리, 핵물리학, 광학, 원자력 물리분야를 수록하고 있다. 

IOP 메인화면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 되거나 많이 인용된 아티클 리스트에 관하여 리뷰가 

가능하며 RSSfeeds나 e-mail alert를 통해 최신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6) ACS

  ACS(American Chemical Society)는 화학분야 Peer-Reviewed Research Journals의 

선두 출판사로써 Impact-Factor가 높은 저널로 화학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인용되고 있다. 

연구원에서는 Core Journal과 New Journal, Archive Journal의 원문(Full-Text)을 창간

호부터 현재까지 이용이 가능하다.

(7) R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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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SC(Royal Society of Chemistry)는 유럽에서 가장 큰 규모를 지니고 있는 화학 학회

이며 무기화학, 물리화학, 유기화학, 나노화학, 분석화학, 환경화학 등의 주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26여종 저널의 원문(Full-Text)을 제공하고 있다. 

(8) AIP & APS

  AIP & APS(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 American Physical Society)는  

General Physics, Applied Physics, Nuclear Physics 등의 주제분야를 중심으로 발행되

는 출판사이다. AIP는 10개 물리학 단체(Member Societies)에서 출판하는 100여 종의 물

리학 저널의 목차와 10종의  Full-Text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저널 서비스이다.

  APS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규모가 큰 물리학회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 Physical 

Review를 비롯하여 13종 이상 저널의 원문 (Full-Text)을 창간호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9) OSA

  OSA(Optical Society of America)는 주요저널과 파트너쉽 저널 및 conference 

proceeding을 모아 제공하고 있다. 다양한 검색 및 브라우징 기능과 Customer Alert, 

RSS feed 등의 기능을 제공하며 연구원에서는 15종 저널의 원문(Full-Text)을 이용할 수 

있다.

(10) Nature

  Nature는 Nature Publishing Group (NPG)에서 발행되어 Nature research journal, 

Nature reviews가 있으며 연구원에서는 Nature 저널의 원문(Full-Text)을 1997년부터 이

용할 수 있다. 의학, 생명과학, 화학, 물리학, 지구과학, 광학, 재료과학, 나노테크놀로지 등

의 과학 전 분야에 걸쳐 엄선된 논문만을 발행하며 과학 전 분야에 걸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에 관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11) Science

  AAAS(The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발행되는 

Science는 1848년에 설립된 학회로, 생명과학, 자연과학 등의 과학 관련의 전반적인 주제 

분야에 관한 뉴스와 분석기사를 제공하며 연구원에서는 Science 저널의 원문(Full-Text)를 

1997년부터 이용이 가능하다.

(12) KISS

  (주)한국학술정보에서 제공하는 국내 학회지 원문 데이터베이스로서, 전 주제분야에 걸쳐 

3,000여종의 학회지 및 논문집 등에 수록된 논문의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13) DBPIA

  DBpia는 국내 학술저널, Conference Proceedings, 전문잡지, 전자책, 웹DB, 동영상강

좌 등을 제공하는 온라인 서비스로,원문의 full-text 및 상세한 서지정보를 검색,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약 1,800종의 저널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매월 1만여 편의 

새로운 논문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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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eb DB

    Web DB는 주로 주제분야별 또는 출판사별 서지·초록정보를 인터넷 웹상에서 손쉽게 검

색할 수 있도록 구축된 데이터베이스로 최근에는 서지의 원문까지 제공하고 있다. 우리 연

구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도까지 구입한 Web DB 현황은 다음과 같다.

(1) JCR

  Journal Citation Reports는 전 세계의 주요 학술 저널을 평가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또한 과학, 기술 및 사회과학 분야의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발표된 인용 정보와 논문수를 축척, 요약함으로서 저널 평가와 비교를 위한 고유한 관점을 

제공한다.

(2) SCOPUS

  세계적인 인용색인인 SCI, SSCI에 등재된 8,000여종의 학술지를 포함하여 15,000여종의 

과학. 기술. 의학. 사회과학 분야의 peer-review된 학술지의 논문과 1억 6,700만개의 웹페

이지를 동시 검색하여 초록과 원문 또는 원문에 대한 링크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3) ASTM

  ASTM 규격은 거의 모든 공업재료에 관한 용어, 제품 및 시험방법을 규정한 규격으로, 미

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약 11,000여종 정도가 제정되어 있다.

(4) OCLC Connxion

  OCLC Connxion은 OCLC (on-line computer Library Center)의 대표적인 분담편목

서비스이며 세계최대의 서지데이터베이스인 OCLC WorldCat에 접속하여 편목에 필요한 자

원들을 신속하게 검색하여 MARC record 포맷을 자관의 시스템에 다운로드하여 활용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 시켜준다.

(5) KS

  한국표준협회에서 제공하고 있는 한국산업규격(KS) 원문 웹 서비스로서, 전 분야에 걸쳐 

1965년 이래 제·개정된 산업규격의 서지정보 및 원문을 제공하고 있다.

(6) Springer

  Springer에서 발행된 2005년 이후 STM(Science, Technology, Medicine)분야의 모든 

원문을 이용할 수 있는 perpetual access 계약을 하여 자유롭게 자료를 이용할 수 있게 하

였다.   

2. 인쇄저널 구독현황

  우리 연구원에서 구입한 인쇄저널은 학술지 구독신청 접수를 시작으로 신청된 학술지를 취

합 및 조정하고 희망 학술지를 신청 받아 예산확보를 예상하여 구독저널을 가선정한다. 그 후 

각 대행사에 견적을 의뢰하여 연구업무심의회 운영분과위원회의 심의를 거친다. 구독 타이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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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정되면 지역별로 학술지를 구분하여 각 대행사를 선정한 후 내부결재를 받아 최종 구독

을 진행한다. 인쇄 학술지는 구미지역 EBSCO, 일본지역 OKURA, 국내 학술지는 경문사를 

통하여 주로 입수하며 대행사를 통해 입수 할 수 없거나 보다 빠르게 자료를 이용해야 할 경

우에는 해당 출판사나 학.협회를 통하여 직구입하였다. <표 23>은 최근 3년간의 인쇄 학술지

의 구독현황이며 2015년 원자력 라키비움을 개관하며 최소한의 주요 학술지만 인쇄저널 형태

의 구독을 유지 하고 있다. 반면 전자저널의 경우는 구독 종수를 계속 증대시켜 이용자의 정

보요구에 응답하고 있다. 

구분 2015년 2016년 2017년

구미 88종 88부 86종 86부 75종 75부

일본 9종 9부 8종 8부 7종 7부

국내 44종 61부 47종 72부 43종 69부

계  141종 158부 141종 166부 125종 151부

<표 23> 인쇄 학술지 구독현황 (2015-2017년)

3. 전자저널 및 Web DB 이용현황

가. 전자저널 

    우리 연구원에서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입한 전자저널 이용현황은 <표 24>와 같다. 

표를 통해 살펴보면, ScienceDirect 의 이용률이 가장 높으며, 그 외 전자저널은 이용률이 

전년도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9> 전자저널 이용건수(2015-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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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Science
 Direct

9,154 8,345 10,756 9,333 8,450 10,825 11,195 10,695 8,186 8,000 8,649 9,138 112,726 

Wiley-
Blackwell

1,267 741 1,352 1,248 1,109 1,233 1,380 1,240 982 1,213 1,223 1,045 14,033 

ACS 942 822 1198 827 885 1058 1062 1342 1038 912 1148 995 12,229

RSC 637 558 841 768 684 842 1017 941 777 660 891 653 9,269

Nature 615 450 643 793 540 595 662 497 457 508 507 874 7,141

AIP 388 456 875 386 349 544 401 326 413 426 514 490 5,568

APS 238 183 350 294 164 378 385 373 441 344 242 264 3,656

IEL 152 115 462 438 99 149 169 129 92 128 232 147 2,312 

IOP 350 311 394 408 343 429 391 306 306 227 236 261 3,962 

Springer 1589 1258 2361 2050 1431 2057 1998 2051 1542 1747 1696 1712 21,492

Science 74 78 65 86 91 83 63 56 58 71 69 102 896

OSA 128 170 239 150 237 93 125 77 68 133 175 140 1,735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Science
 Direct

4,368 3,481 4,647 3,132 3,911 4,920 4,091 4,456 3,430 3,062 4,013 3,277 46,788 

Wiley-
Blackwell

1,349 955 1,565 1,183 1,163 1,216 1,124 1,114 806 887 1,022 1,101 13,485 

ACS 1509 851 1352 961 857 926 999 1137 688 769 912 903 11,864

RSC 802 622 1009 1020 674 647 660 682 466 655 874 611 8,722

Nature 628 489 785 589 598 503 493 595 378 461 448 578 6,545

AIP 427 329 444 301 422 566 500 470 453 315 353 341 4,921

APS 256 135 177 132 328 354 359 270 214 250 197 337 3,009

IEL 182 133 222 131 153 138 159 229 113 171 197 175 2,003 

IOP 384 365 418 340 404 457 455 472 464 541 462 497 5,259 

Springer 2047 1448 1863 1466 1705 1513 1723 2170 1189 1013 1310 1165 18,612

Science 70 73 102 44 98 99 76 100 60 55 77 73 927

OSA 141 83 142 130 144 186 190 127 62 100 138 0 1,443

2017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Science
 Direct

11,008 9,537 12,821 10,966 8,926 11,796 11,789 10,409 9,482 7,547 11,553 10,086 46,788 

Wiley-
Blackwell

748 123 206 183 285 1,635 244 123 1,146 140 106 120 5,059

ACS 732 671 906 738 789 1061 1084 1010 749 656 1077 952 10,425

RSC 601 752 776 657 480 702 616 578 453 418 734 533 7,300

Nature 605 380 636 554 580 386 564 726 536 381 700 619 6,667

AIP 412 356 392 400 244 408 311 259 304 159 274 199 3,718

APS 293 321 261 253 286 294 276 153 193 129 228 167 2,854

IEL 238 182 288 200 252 270 198 207 211 188 216 238 2,688

IOP 495 431 494 376 448 621 565 409 520 283 519 309 5,470

Springer 1339 1160 1348 1046 990 1253 1337 1382 1056 942 1690 1093 14,636

Science 99 63 114 93 86 66 75 63 97 54 67 83 960

OSA 126 113 122 63 91 120 135 119 109 67 99 109 1,273

<표 24> 2015-2017년도 전자저널 이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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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Web DB

  우리 연구원에서 이용되고 있는 주요 Web DB인 Scopus와 JCR의 이용현황은 <표 25>

와 같다. 표를 통해 Scopus의 경우 이용 건수가 2016년 이후 2만건 이상의 높은 이용률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JCR의 경우에도 2016년 대비 2017년 이용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2015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SCOPUS 1,956 1,232 1,599 1,544 1,118 1,380 882 1,604 1,568 1,401 1,135 1,450 16,869 

2016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SCOPUS 1,615 1,427 1,663 1,249 1,643 2,261 1,628 1,462 1,154 1,328 1,751 3,376 20,557 

JCR 41 21 57 35 62 92 49 55 34 44 97 49 636

2017년 1월 2월 3월 4월62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SCOPUS 3,877 1,698 2,043 1,295 1,327 1,221 1,364 1,155 889 816 1,450 3,235 20,370

JCR 111 216 173 247 250 308 260 254 203 211 264 247 2,744

<표 25> 2015-2017년도 주요 Web DB 이용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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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 93 -

제6장 결 론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DB중의 하나인 IAEA의 INIS는 원자력관련 연구개발에 있어 정보의 

조사 및 현황파악에 필수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과제수행기간 중 우리나라는 INIS 입력할 데

이터를 국내 여러 기관에서 입수하여 INIS 사무국에 제공하였다. 또한 INIS 입력 활동도 중요

하지만 INIS 이용 활성화도 매우 중요함으로 이를 위한 홍보활동도 계속하였다. 아울러 전자

정보인프라 사업을 통하여 전자연구노트 성능 개선, 전자도서관 영문 홈페이지 구축, 외부전자

자원 게이트웨이 서비스 구축을 하였으며 보고서 이력 및 원문관리 구축도 하였다. 

2015-2017년도 주요활동은 아래와 같다.

  첫째, 국내 원자력분야의 발전으로 인한 INIS 입력대상문헌이 다량 발생되고 있다. 예년과 

같이 외부 INIS 주제전문가를 활용하여 입력 작업을 수행하였다. INIS 입력량은 2015년 

4,650건, 2016년 4,311건, 2017년 4,191건으로 특히 2015년도에는 입력국가별 순위 3위를 

달성하였으며, 2016년과 2017년은 입력국가별 순위 4위를 유지하였다. 2009년부터는 INIS 

데이터를 계속 4,000건 이상 입력하여, 우리나라의 원자력 발전 수준(원전 기수 기준으로 우

리나라 세계 5위)이 선진국 수준임을 간접적으로 증명해 주고 있다. 또한 이용자 서비스 확대

를 위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한 결과, 2015년에서 2017년도까지 INIS SDI 서비스가 원내 이

용자가 44.9% 및 원외 이용자 91.9%씩 대폭으로 증가하는 결실을 얻었다. 또한  INIS 관련 

국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특히 2015년 INIS 담당자

가 중국에서 개최된 Nuclear Information Technology Forum(NITF) 2015에 Key-note 

Speaker로 초청되어 “우리나라의 INIS 활동과 한국원자력연구원 기술기록사업에 대한 소개”

를 발표하였고 토의에 참석하여 국제적인 위상을 제고하였다.  

  둘째, 정보인프라사업의 지속적인 추진하여 기 운영 중인 전자연구노트 사용자의 편리성과 

관리업무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전자연구노트시스템 성능개선을 하였다. 연구원내 다국적 

이용자와 해외기관 이용자들을 위하여 KORNIS21의 영문홈페이지 구축하였으며, 이용자의 정

보이용 행태가 pc기반에서 다양한 모바일 디바이스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에 맞추어 

KORNIS21를 통해 이용 가능한 외부 전자자원을 다양한 모바일 기기를 통하여 편리하게 검

색하고 원문까지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모바일 게이트웨이 서비스체계를 구축하였다. 개

인정보보호법의 적용 범위와 보호 범위의 확장에 따라 KAERI 보고서 원문에 포함된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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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출하여 제거하였다. 

원자력관련 연구논문, 보고서 및 해외기술보고서 원문DB도 지속적으로 구축하여 연구기반 활

동의 편의성을 제공하였다.

아울러 Web DB 및 전자저널 등 디지털 콘텐츠 정보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여 연구원들에

게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연구 및 개발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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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Nuclear Information Technology Forum(NITF) 

2015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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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제38차 IAEA/INIS 연락관회의 결과 실행 및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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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2017 INIS Training Seminar Agen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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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4] INIS Scanning 정기간행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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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           목 발  행  기   관

1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 

2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한국부식학회

3  Imaging Science in Dentistry  대한구강안면방사선 학회지

4  Journal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한국천문학회

5  Journal of Korean Chemical Society  대한화학회지

6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Oceanography  한국해양학회

7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한국물리학회 

8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한국식품영양과학회

9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ecision Engineering  한국정밀공학회

10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Nondestructive 
 Testing

 비파괴검사학회

11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대한영상의학회

12  Journal of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한국광물학회

13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대한기계학회 

14  Journal of Radiation Industry  한국방사선산업학회

15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대한방사선방어학회

16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대한방사선기술학회

17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한국화학공학회

18  The Korean Journal of Chemical Engineering  한국화학공학회

19  Korean Journal of the Environment Biology  한국환경생물학회

20  Korean Journal of Medicinal Chemistry   한국화학학회

21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한국생리학회

22  Korean Journal of Radiology  대한영상의학회

23  The Korean Journal of Radiotechnology          대한방사선사협회지

24  Metals and Materials                 한국금속 및 재료학회

25  Nice  한국화학공학회

26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한국원자력학회 

27  Progress in Superconductivity and Cryogenics  한국초전도학회

28  Physics & High Technology                          한국물리학회 

29  Publication of the Korean Astronomical Society  한국천문학회

30  Ultrasonography  대한초음파의학회지

31  공학교육과 기술                                  한국공학기술학회

32  기계기술                                         기계기술학회

33  기술사  한국기술사회

34  기계와 재료  한국기계연구원

35  기계저널  대한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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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대한기계학회논문집 A  대한기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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