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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연구 배경 및 목적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는 과학계의 뿌리 깊은 연구 규범으로서, 기존 지식에 대한

접근, 학습, 검증, 확산을 새로운 지식과 혁신 창출의 근간으로 봄1)
‒ 최근 들어 오픈 사이언스는 과학계 연구 규범을 넘어서서 새로운 공공정책의 수단
으로 재부상하고 있음
 이러한 움직임은 정부 지원을 통해 창출된 공공연구의 성과물을 공개·공유하여 공공

연구로 촉발되는 과학적·산업적 성과를 제고하려는 정부나 공공펀딩기관의 노력들과
궤를 같이함
‒ 시장메커니즘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공공부문 연구개발에서 연구자원을 효율적
으로 이전, 공유하도록 하는 제도와 인센티브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이러한 문제의식에 최근의 디지털기술 발전이 더해져서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된 것임
‒ 과거에도 공공연구 성과 공개의 필요성은 인식하였으나 비용 문제로 과감하게 의무화
규정을 도입하지 못하였음
‒ 그러나 최근에는 디지털 기술의 발전으로 데이터 저장·처리·전송 비용이 줄어 정책을
도입하기가 쉬워졌음

1) 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6). 오픈 사이언스를 위한 연구 성과물 공개정책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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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상당수의 펀딩기관에서 자체 디지털서고를 만들고 지원받은 과제의 성과를

자신들의 디지털서고나 오픈 액세스 저널에 공개하도록 요청하고 있음
‒ 오픈 액세스 논문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기존 논문이 아닌 대안적 온라인
매체들도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음
 공공연구의 경우 국내외적으로 보고서, 논문뿐만 아니라 연구소재 및 연구정보까지도

공개, 기탁하는 제도들이 도입되고 있음
‒ 미국 NIH(국립보건원)의 경우 공적 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 성과에 대해 보고서뿐만
아니라 연구소재 및 정보까지 공개하는 정책을 도입하였으며, 국내에서도 국가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을 통해 연구보고서뿐만 아니라 기술정보, 소프트웨어,
화합물, 생명자원, 신품종 등의 9대 연구 성과물을 공개, 기탁하도록 하고 있음
 오픈 사이언스 활성화를 위한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의 도입이 가시화되고 해당 연구

성과물의 범주 또한 확장되고 있으나 정책 실행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음
‒ 공공연구의 성과를 공개, 사회로 환원하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하나 연구자
개인의 혁신활동에 대한 기존의 보상체계와 상충되고 우수 성과물에 대한 평가
또한 어려워 양질의 연구 성과물을 축적, 관리, 확산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 무엇보다 개인 연구자 및 연구자그룹이 연구 성과물을 공개, 공유하는 동인과
동학에 대한 이해 없이 연구 성과물 공개 정책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효과
적일 것인가에 관한 근본적인 의문이 존재함
 따라서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생산한 연구 성과물을 시민과 관련 연구기관

등에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등 지자체와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생산한 연구 성과물 공유관리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임
‒ 지자체와 지역민, 연구기관 등 관련 수요자의 니즈에 맞춘 연구 성과물 공유시스템
구축 방안에 관한 거의 최초의 연구라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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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필요성
q 정부가 투자한 연구의 공공적 활용에 대한 요구 증가2)
 정부의 R&D 투자 성과인 학술 연구정보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Open Access Policy가

전 세계적으로 확대
‒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는 모든 학술논문이 누구에게나 무료로 공개되어야
한다는 개념으로 2000년대 초반 시작됨
▹자유, 유연성, 공정성과 관련(OA is about Freedom, Flexibility and Fairness)
‒ 공공접근정책(Public Access Policy)은 오픈액세스의 이념에 따라 동료심사를 거친
학술적인 연구 정보를 만인에게 자유롭게 공개하는 조처로서 미국·영국 등의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책으로부터 규정화되기 시작
‒ 공공접근을 통해 세계 각지의 연구자와 학생은 지식에 접근할 더 많은 기회를 얻고
출판물은 더 많은 이들한테 읽혀 연구물의 잠재적 파급력이 증가
‒ 지식에 대한 접근성 확장과 지식의 공유는 균등한 경제와 사회 발전, 문화 간 소통
으로 나아가며 혁신을 촉발
▹미국 NIH(국립보건원)은 2008년 공공접근정책(Public Access Policy)을 법제화
▹지식과 정보의 격차 해소를 위해 정부 연구비 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물에 대하여
대중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규정
 공공자원으로 지원된 연구개발결과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 OECD는 데이터 공유 정책
(Data Sharing Policy)을 제안

‒ 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얻어진 기초 데이터를 공유하게 하는 제도로 과학적, 경제적,
사회적 개발을 위한 공공 연구 데이터 접근의 촉진(Promoting Access to Public Research
Data for Scientific,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을 기반으로 함

‒ 공공재원으로 지원된 연구 데이터는 공익적 목적을 위해 생산된 것이기 때문에
공공 재화로서 공개될 수 있는 최대한도의 범위까지 공개되어야 함을 명시
2) 테크노베이션파트너스(2014). 의과학 연구정보 공유 활성화를 위한 관리방안 연구. 질병관리본부

6

지자체 연구 성과물의 효율적 공유 관리 방안 연구

▹미국 NIH(국립보건원)에서는 2003년 10월 이후 NIH로부터 1년에 50만 달러 이상의
연구비를 신청하는 연구자는 신청서에 연구목적으로 연구 자료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하도록 규정
▹영국 MRC 및 다른 선도 연구지원 기관 역시 데이터가 공공재화로서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연구협력과 데이터 공유를 장려

q 공적자금으로 만들어진 연구결과물에 대한 쉬운 접근과 활용을 위한 오픈 사이언스
(Open Science)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 마련 필요3)
 국제기구 및 선진국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가치의 창출 및 공유·확산을 위해 적극적

으로 오픈 사이언스 프로그램 추진(OECD 2015)
[오픈 사이언스의 정의]

 모든 종류의 과학적 지식(논문, 데이터, 방법론, 교육자료 등)을 디지털화하여 개방 및 공유하고 공동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과학연구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개념

 공공자금으로 지원된 연구 성과 및 연구과정의 데이터를 디지털 포맷으로 공개하여 연구 커뮤
니티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보다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메커니즘(OECD 2015)

 오픈사이언스는 Open Access, Open Data, Open Collaboration 등이 주요 대상이며

Open Access(OA)는 공공연구 출판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
하는 것으로 저자의 저작권 인정과 사용자의 인용 시 출처 명시가 전제(OECD, 2015)

q 오픈 사이언스 실행을 통해 투자 효율성 및 연구 투명성 확보, 빠른 지식공유 등 사회
경제적 측면에서도 긍정적 효과 기대
 연구데이터의 공유 및 재사용으로 인한 새로운 관점의 연구 수행을 통해 연구투자

효율성 관점의 경제적 효과 예상

3) 한국과학기술정보원(2019). 출연(연) 연구데이터 관리 활용 방안 연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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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된 연구결과물(논문, 데이터, 방법론 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과학적 발견을 위한
입증을 시도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중복투자 없이 연구 수행 가능
* 유럽 생물정보학 연구소(EMBL-EBI)의 연구데이터 공유·재활용을 통한 경제적 이득은 연간 1조
파운드, 데이터 및 서비스 연구지원의 경우 연간 9.2억 파운드로 추정(Beagrie et al, 2016)
* 연구데이터 공개로 인한 데이터 가용성 서비스 투자 대비 2~10배의 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추정
(Beagrie et al, 2014)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논의와 다양한 관점의 재현 및 입증을 통해 연구에 대한 정확한

검증 및 연구 투명성 확보 가능
‒ 연구결과물이 공개되어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과 재현에 누구나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으므로 표절 및 데이터 조작과 같은 부정행위 방지 가능(Baker, 2016)
* 최근 연구재현성에 대한 위기의식이 대두대고 있으며(Baker, 2016) 세계적 저명학술지에 제출된
데이터에서도 많은 오류가 발생되고 있음(Economist, 2016)
* 현재 유망 암연구 53개 중 47개 연구의 경우 재현 불가(Begley et al, 2012)

2. 연구의 방법
 연구 범위

‒ 중앙부처, 타 시도, 공공기관 등 운영 사례 조사
‒ 연구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공개범위 등 관련 법규 검토
‒ 공유시스템 구축 관련 관리·운영 체계 구상 및 소요예산 산출
* 대상범위 :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연구 성과물
(프리즘 미등재 대상 포함)

‒ 기타 연구성과물 공유 관련 효율적 관리 모델 제시 등
 분석틀

‒ 위의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은 단계를 통해 분석되며, 각각의 연구 내용에 따른
분석 방법은 아래 표에서 제시한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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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분석틀
단계

도출내용

분석방법

Ⅰ. 서론
연구목적 및 필요성
연구 방법
Ⅱ. 지자체 연구 성과물 공유・관리 관련 법규 검토
관련 법규 검토

연구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공개범위 등
검토

문헌분석

분석기준 도출

문헌분석

중앙부처 운영 사례 시사점

사례분석

타 시도 운영 사례 시사점

사례분석

공공기관 운영 사례 시사점

사례분석

Ⅲ.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례

운영 사례 검토

Ⅵ. 지자체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방안
기본원칙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

문헌분석

운영 조직 설계

사례분석

소요 예산 도출

사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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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 성과물 공유·관리 관련 법규검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 성과물은 크게 과학기술분야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와 사회과학분야의 국가
정책연구포털(NKIS, 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로 나누어 등록·관리되고
있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로, 부처별(기관별)로 개별 관리되고 있는 국가R&D
사업 관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해 국가R&D 투자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함
‒ 국가정책연구포털(National Knowledge Information System)은 국무총리 산하 경제·
인문사회연구회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설립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원·
육성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연구회와 소관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물을
검색하여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서비스 시스템임
 과학기술분야의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법에서 연구사업의 종류와 연구 성과물의 분류가 규정됨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에 따라 사업 종료 이후에 의무적으로 공개(기탁 혹은 등록)

해야 하는 성과물의 종류는 총 9가지임
‒ 논문, 특허, 보고서원문, 기술요약정보, 연구시설장비,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물
자원, 생명정보), 화합물, 신품종

‒ 이 중에서 논문, 특허, 보고서, 기술요약정보, 소프트웨어, 생명자원, 화합물 등은
초기부터 주요 성과물로 관리되어 왔으며, 신품종은 ’14년 11월에 규정 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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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사회과학분야의 연구 성과물의 경우, 이러한 과학기술분야의 분류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에도 별도의 법 제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며, 용어 및 상당
개념을 과학기술분야에서 차용하여 사용하고 있음
 이하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연구성과물을 공개함에 있어 저작권법의 저촉을 받지 않는지에 관해 검토해 보고자 함

1.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내용
 이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
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여기서 연구성과는 연구개발을 통해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함(제2조8항)
 정부는 연구성과가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를 가짐(제3조8항)

‒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소관 영구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함(제14조1항)
‒ 또한 소관 연구성과에 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활용하도록 하여야 함(제14조2항)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이하 이 조에서 “연구관리전문
기관”이라 한다)을 설립하거나 지정하여 소관 연구개발사업 등에 대한 성과평가 및 연구

성과의 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음(제16조1항)
‒ 또한 연구관리전문기관은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갖춘 성과평가 및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체계를 구축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제16조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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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과기부

장관은 5년마다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
 2016년~2020년을 대상으로, 국가연구개발 성과의 관리·활용의 목표, 중점추진과제

등을 반영한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이 수립·추진되었음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16~’20) 개요
구분

주요 내용
∙ 우수 연구성과의 시장과 기업으로의 효과적인 활용·확산은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창조경제 실현의 핵심

추진배경 및
경과

– 연구성과의 기술성과 시장성·사업성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고, 성과활용 중심의
연구개발 혁신과 유기적 협력체제 구축 필요
∙ 1·2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통해 연구성과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 성과활용 촉진을 위한 효율적 기획·평가·관리체계 강화

계획 목표

∙ 성과창출 가속화를 위한 연구기반 내실화
∙ 규제 개선 및 정보개방·서비스 확대
∙ 【전략 1】 성과의 활용성 제고를 위한 연구개발시스템 개선
– (1-1) 시장·수요·가치 중심의 R&D기획 강화
– (1-2) 시장친화적 연구관리 개선과 평가결과 예산 반영
∙ 【전략 2】 연구성과와 사업성·시장성간 간극을 최소화
– (2-1) 단절 없는 기술이전·사업화 체제 활성화
– (2-2) 고부가가치 특허 창출 역량 강화 및 활용 다각화

중점 추진과제

– (2-3)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한 R&D기반 성장 지원
– (2-4) 대학·출연(연)의 성과활용 전담조직 정비 및 역량 강화
∙ 【전략 3】 성과 활용 제도의 경직성 완화
– (3-1) 기술료 등 제도 개선 및 탄력적 운영
– (3-2) 제3자 이전 활성화 및 기술이전 기여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
∙ 【전략 4】 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
– (4-1)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 (4-2)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

출처 : 과기부(2016)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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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차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에서는 전략 4 ‘성과의 수집·관리체계 개선 및

정부 3.0 제고’를 통해 연구성과의 공유와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하고 있음
 (4-1) 연구성과의 수집·관리 체계 개선

‒ 연구성과 제출·등록은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정보제공 창구는 NTIS로 일원화
‒ 연구성과의 등록·기탁률 제고(’08~’13년 평균 57% → ’20년 80%) 및 서비스 확대
‒ 품질관리 체계 개선 등 연구성과 관리·유통 종합개선 방안을 ’16년까지 마련하고
연구성과 관리·유통 전담기관 협의회 활성화
* 연구성과 관리·유통 개선 종합방안 마련(~’16)

 (4-2) 연구개발 정부 3.0 제고

‒ NTIS의 연구개발 전주기 정보 구축 및 공개 확대, 활용 중심의 정보접근성 및 이용
편의성 제고
* Open Science 개념과 국제적 협력 등을 반영한 NTIS 중장기 발전계획 마련(~’15) 및 시행
(’16~’18)

‒ 연구성과 정보를 미래기술마당, NTB, 테크브릿지 등 유관 온·오프라인 성과활
용 관련 기관들에 제공 확대

2. 연구성과물에 대한 저작권, 공개범위 등 관련 법규 검토
저작권법 관련 조항
저작권법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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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
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4호의 공공저작물 중 자유로운 이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대상정보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제3자의 권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분류되어 제공대상에서 제외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정당한 이용허락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의 장은 그
방안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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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7.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연구성과들의 저작권 귀속과 공동저작물 해당성
q 저작권법에 따른 귀속: 연구성과물의 저작권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 공공저작물에 해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거나 외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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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법 제24조의 2에 따라 모든 국민은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해당 연구성과물을
자유롭게 이용가능(단 같은 법 같은 조 제1호-4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보유하거나 이용허락만 받은 경우: 공공저작물이 아니며 계약에

저작권 조항에 의해 결정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하지 않은 경우
‒ 외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과의 계약을 통해 연구성과물의 저작재산권 일부만
보유하거나 저작재산권은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에게 있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이용(복제)허락만 받은 경우
‒ 저작권법 상 공공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으며, 해당 계약의 저작권 관련 조항에 따라
저작권 귀속이 결정

q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개대상 여부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하거나 저작권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이용허락을 받은 경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성과물을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일반적으로는 PDF
형식이 아니라 DOC 또는 HWP 형태로 재가공 가능한 형태)로 관리하고 있는 경우

‒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며, 원칙적으로 공공데이터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에 해당함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제공대상 공공데이터가 아님

‒ 연구성과물이 공공데이터로 관리되고 있더라도 저작권자로부터 공개에 대한 이용
허락을 받지 않은 경우
‒ 아래 같은 법 같은 조 제2호의 예외 대상에 해당하여 제공대상 공공데이터가 아님
(또는 부분적으로만 제공대상)

2. ｢저작권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서 보호하고 있는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것으로 해당
법령에 따른 정당한 이용허락을 받지 아니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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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제 26페이지 상 저작권 확인 프로세스(관리지침책자 링크 :
https://www.data.go.kr/information/PDS_0000000000000238/recsroom.do)

q 정보공개법에 따른 공개대상 여부
 저작재산권의 귀속 관련

‒ 정보공개법의 대상이 되는 “정보”에는 직접 작성한 정보 외에 제3자로부터 “취득”
하여 관리하는 것도 포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용허락만 받아 관리하고 있는 정보라 할지라도 원칙적
으로 공개의 대상이 됨(이와 관련한 저작권법 상 책임에 관해서는 별첨한 김윤명의 논문 참조)
 실무에서 자주 적용되는 비공개 사유 : 제9조 제1항 제5조 사유

‒ 실무에서는 연구성과물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 보아 비공개되는 사례가 많음
‒ 다만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결정 과정에 있는 정책과 관련한 연구성과물이기만
하면 비공개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
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함
‒ 그러나 해당 조항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상당한 이유가 없는데도 비공개대상으로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서 문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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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 제3자 권리 확인 절차(2차 확인)

5.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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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물 공개불가 사례

최종결과보고서 공개불가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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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연구성과물의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 과제가 있다고 판단됨

‒ 공공저작물 취득관리를 분명히 하여 연구성과물을 공공저작물로 관리하거나, 공공
저작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연구성과물의 저작권 귀속이나 제3자 공개 관련 계약
조항을 관련 법령에 따른 제공이 가능하도록 정비
‒ 연구성과물이 정보공개법 제9조 제5호 사유에 의거해 손쉽게 비공개정보로 판단
되지 않도록 구체적 가이드라인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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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 성과물 공유·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

1. 운영 사례 검토기준
 본 연구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연구원,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생산한 연구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며, 이의 연구 성과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유하고 관리할
것인가에 관심을 두고 있음
‒ 이들 기관은 주로 사회과학분야의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과학기술분야에서
사용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유형분류 및 연구성과관리법 등을 통해 기준을 도출
하고 적용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 단, 과학기술분야와 달리 사회과학분야의 연구성과관리에 관한 별도의 법이 마련
되어 있지 않아, 과학기술분야의 사례를 따라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일부 내용은
적용될 수 있음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한 바, 연구 성과물 공유 관리 시스템 운영의 우수사례를

추출하여 분석기준으로 다음 7개 항목들을 활용하여 비교·분석하고자 함

연구 성과물 공유방안 비교기준
비교기준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발/유지비용

세부내용
∙ NKIS 표준분류체계에 따른 분야 구분
∙ NKIS 기준에 따른 성과물 종류 구분
∙ 홈페이지 게시 / 공유시스템 활용 유무
∙ 직접 다운로드 / 외부링크 연결
∙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유 / 무
∙ 개발/유지비용(파악 가능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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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세부내용
∙ 항해성/접근성(검색도구의 제공, 상세 검색 제공)

검색 및 열람 서비스

∙ 편리성(검색 속도, 추천 검색어 제공)

부가가치 서비스

∙ 정보품질(최신성, 다양성, 유용성, 시각화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

∙ 상호운용성(FAQ·문의·이용지원 제공, 행사 및 홍보)

연구 성과물 공유·관리 개요항목
q 연구 분야 및 연구 성과물 종류
 분석대상의 성격을 고려하여, NKIS에 소개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분류체계

정의를 참조하여 사업의 분야를 분류함
‒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 16개 분류
‒ 그 외 비사회과학분야 사례도 포함하기 위하여 분류 상 ‘그 외 과학기술분야’를
포함함

연구 분야 구분
대분류

중분류

종합일반

종합일반

-

경제일반

∙ 경제일반, 경제정책, 경제동향, 경제전망 등

재정

∙ 재정정책, 재정수지, 재정지출, 사업평가, 공공정책, 연금관리, 정부
조달 등

조세

∙ 각종 조세, 조세이론, 조세정책, 세수추계, 조세 귀착, 조세지원,
조세행정, 세무조사, 조세회피, 세무회계 등

금융

∙ 금융관련법, 환율정책, 금융통합, 은행, 투자, 화폐, 담보, 대출, 채권,
통화, 외환, 주식 등

경영

∙ 경영정책, 인사관리, 마케팅, 광고, 회계 등

예산

∙ 정부예산, 예산제도 및 구조, 일반회계, 특별회계, 부담금 및 준조세,
기금, 성과관리제도, 성과주의 예산 등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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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산업일반
중소기업

산업

산업기술·진흥

∙ 중소기업 정책, 중소기업 기술지원, 중소기업 행정지원, 산업자원
행정지원 등
∙ 산업기술·진흥, 산업기술지원, 기술혁신, 산업기술표준, 국내·외
지식재산권 보호, 산업경쟁력 기반 구축, 제품안전관리, 산업재산권,
생활산업진흥. 신기술 지식재산 육성, 자본재산업진흥 등

문화·
엔터테인먼트

∙ 관광산업, 영화산업, 스포츠산업, 인터넷미디어 산업, 문화시장, 여가 등
∙ 노동정책, 노동시장, 노동 동향 등
∙ 고용정책, 고용형태, 실업 등

근로조건

∙ 근로조건, 임금, 복리후생, 휴가제도, 임금격차 등

노사관계

∙ 노동조합, 산별노조, 노사관계혁신, 노동운동, 노동쟁의, 파업,
단체교섭, 노동조정, 노동법 등

인적자원개발
에너지·
자원일반
에너지 개발
수자원
지하자원

∙ 직업의식, 직업윤리, 평생직업능력개발, 직업교육, 인적자원개발 등
∙ 에너지정책, 에너지 안보, 에너지 협력, 에너지 안정 공급, 고유가 대응,
국제에너지 협력 등
∙ 국내외 자원개발, 신에너지 개발연구, 지역에너지 개발연구 등
∙ 수력발전, 지하수, 용수 등
∙ 석탄, 석유, 천연가스, 가스산업, 석유산업 등

신재생에너지

∙ 풍력에너지, 조력에너지, 지열에너지, 그린에너지, 대체에너지,
바이오에너지, 연료전지, 신재생에너지, 수소경제 등

국토개발일반

∙ 국토개발, 국토정책, 국토발전, 국토계획, 국토관리, 연차보고서,
국토역사, 실적보고서 등

토지개발
도시·지역계획
국토개발

(정보통신, 방송산업은 H.방송·통신·정보로 분류)

∙ 국제산업 협력, 무역구제, 무역진흥, 수출입금융 지원, 외국인투자유치,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 지원 등

고용

에너지·자원

∙ 산업일반, 산업경쟁력, 유망산업, 미래산업, 산업 금융지원, 산업동향 등

무역 및 투자유치

노동일반

노동

내용

주택개발

∙ 토지계획, 개발제한구역, 부동산정책(토지) 등
∙ 도시개발, 도시재생, 도시경관, 도시계획, 도시디자인, 행정도시,
방재계획, 수도권개발 등
∙ 주택보급, 주거환경, 주택문제, 주택정책, 주택시장, 주택가격, 재건축,
부동산정책(주택) 등

연안관리·
국토공간관리

∙ 연안관리, 지리정보(GIS), 국토공간정보, 지질정보 등

도시·지역경제

∙ 지역경제, 지역발전, 지역산업진흥, 낙후지역개발, 농어촌오지개발,
지역특성화, 광역경제권, 수도권경제 등

건설

∙ 건설, 건축, 시공, 해외건설, 건설업, 건축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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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수송·교통일반

수송·교통

방송·통신·
정보

사회문제

∙ 교통기술연구, 교통관리시스템 개발, GPS 등

육상교통

∙ 도로교통, 철도교통, 도로, 철도, 도로표시, 자동차, 자전거, 기차,
화물보안 등

항공교통

∙ 항공정책, 공항, 비행기, 항공소비자, 항공운송시장, 항공회사, 항공로 등

해상교통

∙ 항만, 항만시스템, 배, 항해로, 항만관리, 해상교통 안전관리, 해양인력 등

유통·물류

∙ 물류산업, 유통산업, 해운산업, 택배산업, 물류창고, 소매유통 등

방송·통신·
정보일반

∙ 방송·통신·정보 정책 등

방송

∙ 방송산업, 방송정책, 방송윤리, 방송법규, 국영방송, 민간방송,
위성방송, 교육방송, 라디오방송, 텔레비전방송, 케이블 텔레비전,
방송프로그램 제작기관 등

통신

∙ 통신정책, 유선통신, 무선통신, 컴퓨터통신, 이동통신(모바일) 등

정보

∙ 정보정책, 웹, 정보화, 정보관리시스템 등

우정

∙ 우정사업 경영, 우정사업 행정, 우체국보험, 우체국 예금사업, 우편사업 등

사회문제일반

∙ 사회정책, 사회동향, 사회문제, 인구 등

소아·청소년

∙ 소아 및 청소년 특징, 청소년문제, 학교폭력, 성문제, 성교육,
청소년범죄, 아동문제, 아동학대, 실종아동 등

고령화사회

∙ 노인문제, 고령화, 저출산 등

가족

∙ 결혼, 이혼, 부모, 다문화가족, 가족문제, 국제결혼, 가정폭력, 가족복지 등

여성

∙ 성차별, 성문제, 성폭력, 이주여성, 여성복지 등

육아·보육

∙ 육아정책, 육아연구, 보육 문제, 보육시설, 육아비용 등

사회단체

∙ 애국단체, 동향인단체, 여성단체, 청소년단체, 폭력단체, 비밀결사, 기타
시민단체, NGO, 시민단체 활동 등

∙ 먹거리안전, 건강기능식품안전 등

보건의료

∙ 전염병, 예방접종, 원격의료, 공공보건의료, 건강증진 등

소아·
청소년복지
취약계층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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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정책, 사회복지정책, 보건정책 동향, 사회복지정책 동향 등

식품위생

노인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교통정책, 교통경영, 교통시설, 교통요금, 교통서비스, 운행, 교통 및
운송문제, 교통계획, 교통조사통계, 교통비, 연계교통망, 교통사고,
교통DB구축 등

교통공학

보건·
사회복지일반

보건·
사회복지

내용

∙ 모자복지, 아동보호, 소년소녀가장, 아동보호시설, 입양,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 등
∙ 노인복지시설, 노인여가활동 등
∙ 장애인, 노숙인, 실업자, 최저생활보장, 국민기초생활보장 등

보험

∙ 각종보험, 사회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등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일반

∙ 세계경제, 대외경제정책, 경제원조, 경제개발협력 등

지자체 연구 성과물의 효율적 공유 관리 방안 연구

대분류

중분류
자유무역협정
남북관계·북한·
통일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대북지원, 남북경협, 문화교류, 이산가족, 통일정책, 탈북자, 북한실태,
남북대화, 분단관리 등
∙ 평화, 국제질서, 국제문제, 핵문제, 냉전문제 등

국제기구 및
협약

∙ UN, WTO, DDA, OECD, 유라시아경제공동체, IDA, UNICEF,
UNDP, UNESCO, WFP, UNIDO, FAO, UNCTAD, WHO,
UNECA, ADB, IMF, IBRD, IIF 등

국가안보

∙ 군사안보, 지역안보, 군비통제, 국방, 병무행정, 병역제도, 사회복무제도 등

공공행정 및
공공안전일반

∙ 정부혁신, 청렴증진, 행정문화, 행정제도 개선, 공무원지원, 공정거래,
국정홍보, 소비자보호, 인권보호, 통계행정, 해외홍보, 행정안전,
청사관리, 비상기획 등

중앙행정·
국정운영

∙ 전자정부, 행정조직, 조직혁신, 인사정책, 국가적중장기과제추진,
규제개혁, 정부업무평가, 정책조정 등

지방행정·
재정지원

∙ 지자체기능분담, 지방자치법, 중앙·지방관계, 지방재정, 자치인력개발,
지방행정, 지역균형발전, 이북5도 등

갈등관리

∙ 공공갈등, 행정갈등관리, 협력관리, 갈등영향분석 등

형사정책
재난재해 대응
및 예방

과학기술

∙ 자유무역협정, 한미FTA, 한중FTA, 한EUFTA 등

국제협력 및
국제문제

법제도

교육

내용

∙ 생활경제법, 법제 행정지원, 법제 업무 품질제고, 민사관계, 민사법,
법령, 행정법, 입법, 입법평가 등
∙ 범죄 방지·진압, 범죄수사, 경찰, 형사사법 등
∙ 재난관리, 재난안전기술, 안전정책, 소방대응, 복구지원, 화재예방,
방재관리, 방재정책, 비상계획, 민방위 등

교육일반

∙ 교육정책, 일반 교육행정, 일반 교육재정, 교육방법(e-러닝 포함),
학습지도, 학습평가, 교원양성 등

유아교육

∙ 유아교육, 유아원, 유아교육과정, 유아교사 등

초중고교육

∙ 초중고교육일반, 초중고 교육행정·재정, 교사, 학교시설, 교육과정,
대학입시 등

대학교육

∙ 고등교육일반, 고등교육 교육행정·재정, 교수, 학교시설, 교육과정 등

성인교육

∙ 평생교육 등

특수교육

∙ 다문화교육, 장애인교육, 영재교육 등

과학기술일반

∙ 과학기술정책, 기술경영, 기술경제, 기술혁신전략, 미래과학, 기술기획
· 관리 · 평가 등

기술개발

∙ 기초기술, 생산기술, 응용기술, 나노기술, 바이오기술, 기술시스템,
연구개발사업 등(해양과학기술, 영농기술, 축산기술은 농림 및 해양수산으로 분류)

기초과학

∙ 기초과학 연구 등

과학기술인프라

∙ 과학기술법·지원제도, 과학기술인력, 과학기술투자, 지역협력,
국제협력, 남북과학기술협력, 과학기술통계·지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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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해양·
수산

환경

중분류
농림·해양·
수산일반

∙ 농수산정책, 농림·해양·수산정책 동향

농업·농촌

∙ 농림행정, 농산물유통, 농어민금융지원, 농업·농촌 정보화, 농업·농촌
기술지원, 농업연수, 농업인력 양성, 농지관리, 농촌개발, 식물검역,
양곡생산유통, 종자관리, 농업육성, 영농기술, 친환경 농업육성 등

축산업

∙ 축산물유통, 축산업진흥, 수의과학검역, 축산기술 등

임업·산촌

∙ 국유림확대, 산림행정, 산림경영, 산림과학기술, 산림생태계보전,
산림인력, 산림자원, 산림정보화, 산림휴양경관조성, 산지보전 등

해양·수산·
어촌

∙ 해양·수산협력, 수산경영, 수산물유통, 수산인력, 수산자원관리,
어업구조조정, 해양과학기술, 해양수산연구, 해양정책, 양식, 어장 등

환경일반

∙ 환경정책,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친환경, 환경보호, 자연보호, 탄소세,
재활용 정책, 방역, 공원조성, 배출권거래, 환경법 등

수질오염

∙ 상하수도 오염, 수질오염, 해양오염, 하천 오염, 원유유출 등

토양오염

∙ 토양오염기준, 토영오염복원 등

대기오염

∙ 공해, 온실가스, 광화학스모그, 아황산가스, 매연 및 연해, 부유분진 등

폐기물
그외
과학기술분야

내용

-

∙ 폐기물 관리, 폐기물, 악취, 폐기물공학, 농약 등
∙ 기타 비사회과학 분야

출처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홈페이지 참조

 연구 성과물 종류에 대하여 NKIS는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

자료, 영상자료, 논문,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로 구분하고 있음
‒ (연구보고서) 연구용역에 따라 도출된 보고서를 의미함
‒ (정책/연구자료) 연구용역 외의 분석 및 연구자료를 말함
‒ (정기간행물) 이슈브리핑 및 정책브리프 등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간행물
‒ (세미나자료) 세미나 전후에 제공되는 참고자료를 말함
‒ (영상자료) 영상보고서 및 영상회의물을 말함
‒ (논문) 학술연구논문 및 석·박사학위논문 등을 의미함
‒ (그 외 과학기술분야) 비사회과학분야 사례도 포함하기 위하여 분류 상 ‘그 외 과학
기술분야 성과물’을 기타의 성격으로 활용하며, 과학기술분야의 국가연구개발
관리법에서 말하는 9종* 중 논문과 보고서를 제외한 7종이 포함됨
* 논문, 보고서, 특허, 기술요약정보, 연구시설장비,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화합물,
신품종

26

지자체 연구 성과물의 효율적 공유 관리 방안 연구

연구 성과물 구분
대분류

중분류

연구보고서

∙ 기본연구보고서, 수시연구보고서, 수탁연구보고서, 연구회 자체 연구, 연구회
주관 용역, 일반연구보고서, 프리즘보고서, 해외출장보고서, 협동연구(연구기관
주관), 협동연구(연구회 주관), 합동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 연구용역 외의 분석 및 연구 자료

정기간행물

∙ 이슈브리핑, 정책브리프 등 정기적으로 출간되는 간행물

세미나자료

∙ 세미나 전후 제공 자료

영상자료

∙ 영상보고서, 영상회의

논문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 학술연구논문(석·박사 학위논문 포함)
∙ 특허, 기술요약정보, 연구시설장비, 소프트웨어,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
화합물, 신품종

출처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홈페이지 참조 및 재구성

 본 분석에서는 각 기관이 다루는 연구 분야와 성과물에 대해 대분류 차원에서 살펴

봄으로써 광주광역시로의 적용 시 활용하고자 함

q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단순히 홈페이지 게시에 그치는지, 별도의 공유 시스템을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봄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통합관리시스템을 강조하는 연구 성과관리 정책기조에 따라 이를 전담하는 전담

부서의 존재 여부를 살펴봄
‒ 또한 담당 인력의 수를 측정하여 관리규모 파악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파악 가능 시)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이 존재하는 경우, 이에 사용된 개설비용 및 유지비용

등을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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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의 경우 결산서에 기록되어있을 가능성이 높으나, 그 외의 경우는 찾기
힘들 수 있음(따라서 파악 가능 시 포함)

기록정보서비스 유형별 항목
 연구 성과물에 대한 이용 편의성 및 정보 접근성이 떨어질 경우, 연구 성과의 우수성과

관계없이 그 확산과 활용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 예를 들어 통일 준비 분야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정부가
만든 ‘통일준비연구 종합데이터베이스’(통일준비연구DB)의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음4)
‒ 서비스 시작 후 2년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게시물 조회수가 평균 5회밖에
안 되는 분야가 있었고, 한 번도 조회되지 않은 자료도 많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따라서 기록정보서비스 유형별로 평가하여 연구 성과물 공유·관리에 관한 우수성을

판단해볼 필요가 있음

q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 및 열람 서비스는 기록의 검색과 열람을 돕는 서비스로 검색도구의 제공, 검색

서비스 및 온·오프라인 열람 서비스 등을 의미함(남연화 외, 2017; 설문원, 2008)
 검색 및 열람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요소는 편리성과 항해성/접근성

등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세부기준을 활용하고자 함
‒ (편리성)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이용자가 느끼는 이용의 편리 정도
‒ (항해성/접근성) 홈페이지 내 접근 및 콘텐츠로의 접근에 대한 평가로 검색결과를
얻기까지의 난이도
* 출처 : 편리성(NDSLQaul), 항해성/접근성(DigiQUAL)
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91699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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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리성) 편리성은 NDSLQual에서 추출한 요소로, 웹 기반 기록정보서비스에서

이용자들이 원하는 연구기록정보를 효율적으로 찾기 위해 웹사이트에서 제공해야
하는 검색 서비스를 평가하는 항목임(남연화 외, 2017)
‒ (검색 속도) 이용자들이 원하는 정보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검색속도를 측정
하여 평가함. 평가 툴은 웹사이트 속도 및 퍼포먼스 측정에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
되고 있는 ‘Pingdom’5)을 활용하여, 해당 홈페이지의 링크 반응속도를 기반으로 한
평가점수를 활용함
‒ (추천 검색어 제공)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에 편리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연관 검색어
및 추천 검색어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파악함
 (항해성/접근성) 항해성/접근성은 DigQual에서 추출한 요소로, 이용자들이 원하는

연구기록으로의 접근성을 평가하는 항목임(남연화 외, 2017)
‒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검색도구가 제공되는지, 어느 정도 역할을 하는지 평가
‒ (상세 검색 제공) 상세 검색을 제공하는지, 세분화되고 적절한 서비스 범주명을
제공하는지 등을 평가

q 부가가치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는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콘텐트를 전시하거나 재생산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며 전시, 기록물 콘텐츠 개발, 이용자 교육, 연구지원 등의
서비스를 포함함(남연화 외, 2017; 설문원, 2008)
 부가가치 서비스 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요소는 정보품질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은 세부기준을 활용하고자 함
‒ (정보품질) 제공하는 정보의 최신성, 다양성, 완전성, 정확성 등
* 출처: 정보품질(NDSLQaul)

5) Pingdom 홈페이지. https://tools.pingd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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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품질) 정보품질은 NDSLQual에서 추출한 요소로, 연구기록의 최신성, 다양성,

유용성, 시각화서비스 등을 평가할 수 있음(남연화 외, 2017)
‒ (최신성) 제공되는 성과물이 최신성을 가지는지를 평가함
‒ (다양성) 단순히 연구보고서를 제공하는데서 나아가 다양한 성과물의 제공 여부,
가공된 다양한 연구 관련 컨텐츠로 제공되는지를 평가함
‒ (유용성) 이용자가 연구 성과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조회수, 다운로드 수
등)를 통해 제공되는 성과물의 유용성을 판단함
‒ (시각화서비스) 이용자를 고려하여 통계, 표, 그래프 등 여러 기법을 활용한 시각화
컨텐츠를 제공하는지 여부를 통해 판단함

q 활용 촉진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는 기록관으로의 이용자 유입을 증진시키는 이용자와 웹 사이트 간

상호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서비스로 이용지원, 홍보, 행사 등의 서비스를 의미함
(남연화 외, 2017; 설문원, 2008)

 활용 촉진 서비스영역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요소는 상호운용성 등 확장성에 관한

것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활용하고자 함
‒ (상호운용성) 웹페이지의 운용 및 소통
‒ (확장성) 연구 성과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홍보 및 행사
* 출처: 상호운용성(DigiQUAL), 확장성(연구자 판단)

 (상호운용성) 상호운용성은 이용자에 대한 다양하고 적극적인 서비스와 개방, 공유,

참여의 개념으로 구성된 웹 2.0 기술이 적용된 상호작용 서비스를 평가하는 항목임
(남연화 외, 2017)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FAQ 서비스를 운영
하고 있는지, Q&A 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도움말 등을 제공하는지 등을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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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장성) 확장성은 이용자가 연구 성과물을 접하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 연구 성과물에

대해 접촉할 수 있는 계기를 어떻게 확대하는가에 대한 평가 항목임
‒ (행사 및 홍보) 연구성과 공유회, 관련 세미나 등 행사를 개최하고 홍보하여 연구
성과물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는지, 연구 성과물에 관한 홍보 컨텐츠를
제작 및 게시하고 있는지 등을 평가함

2. 중앙부처 운영 사례
행정안전부
 (선정이유)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온-나라 정책연구(PRISM*)’는 정부 정책연구

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정책연구보고서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NKIS와 더불어
사회과학분야 연구 성과물 종합데이터베이스로서 대중적으로 활용되고 있음
* PRISM: Policy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 Management

① 사례분석 : 온-나라 정책연구(PRISM)
q 개요
 (기관명) 행정안전부
 (기관 홈페이지) https://www.mois.go.kr/
 (홈페이지 주요메뉴) 정보공개, 참여·민원, 뉴스·소식, 정책자료, 업무안내, 기관소개

‒ (정보공개) 정보공개 홈, 정보공개안내, 정보공개청구, 사전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발, 지방물가정보
‒ (참여·민원) 참여·민원 홈, 이용안내, 온라인 민원신청, 국민참여, 적극행정, 규제
혁신, 신고센터
‒ (뉴스·소식) 뉴스·소식 홈, 새소식, 보도자료, 지자체소식,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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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료) 정책자료 홈, 주요업무계획, 법령정보, 전자관보, 통계, 간행물, 정책
연구보고서, 참고자료
‒ (업무안내) 업무안내 홈, 기획조정실, 정부혁신조직실, 전자정부국, 지방자치분권실,
지방재정경제실,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재난협력실, 비상대비정책국, 장차관
직속
‒ (기관소개) 기관소개 홈, 행정안전부 안내, 조직안내, 열린장관실, 찾아오시는 길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주요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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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별도 공유시스템으로 ‘온-나라 정책연구(PRISM)’을 운영하고 있음
 (공유시스템명) 온-나라 정책연구(PRISM)
 (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prism.go.kr/

PRISM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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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소개화면

 (운영주체) 행정안전부 및 각 중앙행정기관

‒ (행정안전부) 프리즘 운영 및 유지보수, 기관사용자 계정관리, 기관별 활용 실태
점검 및 사용자교육 실시
‒ (중앙행정기관) 기관별 사용자 등록 및 기관 내 사용자 관리, 기관별 정책연구수행
과정 및 연구결과물 관리, 프리즘을 통한 정책연구보고서의 공개
 (연구 성과물 제공기관)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전국 지방자치단체 등

‒ (중앙행정기관 및 기타) 3.1운동기념사업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 감사원, 개인
정보보호위원회,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경찰청, 고용노동부, 공정거래위원회, 과학
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교육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국가교육회의, 국가균형

34

지자체 연구 성과물의 효율적 공유 관리 방안 연구

발전위원회, 국가보훈처, 국무조정실, 국민경제자문회의지원단, 국민권익위원회,
국방부, 국세청,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기상청,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대검찰청, 대통령비서실, 문화재청, 문화체육관광부, 민주평화통일
자문회의사무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법무부, 법제처, 병무청, 보건복지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산림청, 산업통상자원부, 새만금개발청, 소방청, 식품의약품
안전처, 여성가족부, 외교부, 원자력안전위원회, 인사혁신처, 일자리위원회, 자치
분권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조달청, 중소벤처기업부,
통계청, 통일부, 특허청, 해양경찰청, 해양수산부, 행정안전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청, 환경부
‒ (지방자치단체) 강원도, 경기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광주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
광역시, 부산광역시, 서울특별시, 세종특별자치시, 울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전라
남도, 전라북도, 제주특별자치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의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공유시스템 주요메뉴) 정책연구검색, 정책연구정보, 이용안내

‒ (정책연구검색) 전체 검색, 주제별 검색, 기관별 검색, 진행연구과제 검색
‒ (정책연구정보) 정책연구 입찰정보, RSS서비스, 정책연구 검색정보 신청, 기관별
담당부서 안내, 관련사이트
‒ (이용안내) 프리즘 소개, 공지사항, 자주 묻는 질문, 사이트맵
 (기타 메뉴) PRISM을 즐겨찾기로, 사이트맵 등 제공

PRISM 주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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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방식) 로그인 없이 직접 다운로드 가능

‒ 미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문 다운하기가 가능하며 hwp 파일과
pdf 파일을 모두 제공함

PRISM 공유 방식

q 연구 분야 및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 분야)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

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
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 전 분야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보고서만을 제공함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정기간행물을 제공하긴 하나, 공유시스템에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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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행정안전부는 간행물 외에 연구 성과물을 PRISM 링크로 연결하여 게시하고 있음

‒ 기타 통계 등 연구관련 데이터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게시
 PRISM 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는 없으나 이를 전담하는 인력은 존재

‒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 내 정부혁신기획관 협업정책과(1인)

PRISM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파악 가능 시)
 (구축·운영비용) 2018년 554백만 원, 2019년 448백만 원 예산 편성6)

q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통합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있음

6) 행정안전부(2019). 2019년도 예산 사업설명자료. p.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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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통합검색 화면

 (상세검색 제공) 상세검색의 시행이 ‘완료된 과제 전체 검색’, ‘우수정책연구’, ‘기관별

검색’, ‘주제별 검색’ 등 큰 대주제 안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제공됨
‒ (완료된 과제 전체 검색) 과제명, 사업연도별 검색, 엑셀저장 기능을 제공
‒ (우수정책연구) 과제명, 사업연도별 검색, 엑셀저장 기능을 제공
‒ (기관별 검색) 과제명, 사업연도별 검색, 엑셀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우측에 기관
리스트를 통해 필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 (주제별 검색) 과제명, 사업연도별 검색, 엑셀저장 기능을 제공하고, 우측에 주제
리스트를 통해 필터 기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PRISM 완료된 과제 전체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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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우수정책연구 화면

PRISM 기관별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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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주제별 검색 화면

 (검색속도) Pingdom 분석결과는 D등급(69점)으로 미흡한 편임

PRISM 검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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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검색어 제공) 별도의 추천 검색어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단,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맞춤 연구정보’를 설정하여 우선적으로 노출시켜주어
관심 분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PRISM 맞춤 연구정보 제공

q 부가가치 서비스
 (최신성) ‘최근 완료된 연구과제’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자료가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되어 높은 최신성 확보
 (다양성) 연구 성과물의 종류가 연구보고서로 한정된다는 점에서는 다양성이 부족해

보이나, 대신 ‘정책연구정보’ 카테고리를 통해 정책연구 입찰정보, RSS서비스, 정책
연구 검색정보 신청(오픈API), 기관별 담당부서 안내, 관련 사이트 등을 제공함으로써
정책연구에 대한 활용성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편임
 (유용성) ‘많이 본 연구과제’ 페이지를 제공하고 있는데, 인기 보고서의 경우 최대

9,956건까지 다운로드 되고 있고, 인기 상위 10개 보고서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6,199건에 이르는 등 상대적으로 우수한 유용성 확보
 (시각화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물을 활용하여 통계를 비롯한

각종 수치들에 대한 표, 그래프 등 구조적으로 표현된 시각화 서비스는 특별히 제공
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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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최신성

PRISM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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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유용성

q 활용 촉진 서비스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자주 묻는 질문’을 제공하고 있고, 전화 유선 상 Help

Desk가 운영되고 있으나 온라인 문의는 다소 제한된 편임
‒ 공무원들의 경우 ‘과제중복검색’ 기능을 제공하여 이용자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활용 촉진에 노력한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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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이용지원

 (행사 및 홍보) 별도의 홍보 및 행사 등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에서 직접 링크를 걸어두어 관심 이용자에게 쉽게 노출될 수
있으나, 상호작용 서비스가 충분하다고 보기에는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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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SM 행사 및 홍보(행안부 홈페이지 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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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평 : 온-나라 정책연구(PRISM)
PRISM 운영사례 분석결과
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 연구 분야

– 연구 성과물 종류

46

– 종합일반

●

– 경제

●

– 산업

●

– 노동

●

– 에너지·자원

●

– 국토개발

●

– 수송·교통

●

– 방송·통신·정보

●

– 사회문제

●

– 보건·사회복지

●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 교육

●

– 과학기술

●

– 농림·해양·수산

●

– 환경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등

-

– 연구보고서

●

– 정책/연구자료

-

– 정기간행물

-

– 세미나자료

-

– 영상자료

-

– 논문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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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 별도의 통합공유시스템 활용여부
– 성과물 공유 방식

– 별도 공유시스템 활용

●

– 직접 다운로드

●

– 외부 링크 연결

-

– 전담부서 존재

-

– 전담인력 존재

●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유무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
– 개발유지에 필요한 예산

– 2019년 448백만 원

∙ 검색 및 열람 서비스(편리성, 항해성/접근성)

– 기록의 검색과 열람을 돕는
방법

– 검색도구의 제공

○

– 상세 검색 제공

○

– 검색 속도

×

– 추천 검색어 제공

△

– 최신성

○

– 다양성

○

– 유용성

○

– 시각화서비스

×

– 상호운용성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

– 확장성

– 행사 및 홍보

×

– 항해성/
접근성
– 편리성

∙ 부가가치 서비스(정보품질)

–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콘텐츠를 전시 또는 재생산

– 정보품질

∙ 활용 촉진 서비스(상호운용성, 확장성)
– 이용자 유입 활성화 노력

주 : ● 해당, - 비해당 / ○ 우수, △ 보통, × 미흡, ? 파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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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선정이유) 통일 준비분야 연구 결과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취지에서 정부는

‘통일준비연구 종합데이터베이스’(통일연구DB)를 신설하였으나 그 활용 실적이 매우
저조한 수준이었음7)
‒ 서비스 시작 후 2년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게시물 조회수가 평균 5회밖에
안 되는 분야가 있었고, 한 번도 조회되지 않은 자료도 많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되고 있음

① 사례분석 : 통일연구DB
q 개요
 (기관명) 통일부
 (기관 홈페이지) https://www.unikorea.go.kr
 (홈페이지 주요메뉴) 통일소식, 통일정책, 주요사업, 정보공개, 민원·참여, 통일부

소개 등
‒ (통일소식) 생생뉴스, 공지사항, 보도자료, 통일영상, 카드뉴스, 채용공고, 동영상
뉴스, 대변인 보고(브리핑), 통일관련기사, 통일책자
‒ (통일정책) 통일방안, 통일부 국정과제, 한반도정책, 연도별 업무보고, 법제
‒ (주요사업) 남북교류협력, 북한이탈주민정책, 남북협력기금, 개성공단, 북한인권
기록센터, 주요사업 통계
‒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정보공개청구, 국회관련 정보공개, 통일부 허가법인
현황, 사전 정보공표, 공공데이터 개방
‒ (민원·참여) 민원안내, 민원신청, 국민행복제안, 정책참여, 공익신고, 규제개혁,
예산낭비신고센터, 적극행정

7)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8110916990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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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소개) 통일부는?, 통일부 상징(MI), 조직과 기능, 찾아오시는 길, 이용안내

통일부 홈페이지

q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별도 공유시스템으로 ‘통일연구DB’를 운영하고 있음
 (공유시스템명) 통일연구DB
 (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s://udbs.unikorea.go.kr/
 (운영주체) 통일부
 (연구 성과물 제공기관) 통일부 및 통일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의 국책연구

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국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산하 연구기관, 각종 출판사
등에서 발행한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 자료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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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DB 메인화면

 (공유시스템 주요메뉴) 정치행정, 외교안보, 경제, 사회문화, 기타, 독일통일아카이브

‒ (정치행정) 정치통합/통일방안, 정치과정, 정치엘리트, 행정통합, 치안/통치, 기타
‒ (외교안보) 군사통합, 안보/동맹, 통일외교/통일정책, 한반도평화체제, 기타
‒ (경제) 경제통합/경제협력, 통일비용/편익, 산업/기업, 노동, 환경/과학기술, 인프라,
기타
‒ (사회문화) 사회갈등/통합, 복지/보훈/보건, 교육, 여성/인권, 문화/예술/종교/체육,
시민사회/언론, 인구,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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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기타
‒ (독일통일아카이브) 독일통일백서/정책보고서, 민간연구자료, 독일정부이관문서
 (기타 메뉴) 전체메뉴, 공지사항, 뉴스룸

통일연구DB 주요 메뉴

 (공유방식) 별도의 로그인이 필요하지 않으며, 다운로드 방식이 아닌 외부 링크 연결

형식으로 공유함
‒ 첨부파일 우측 ‘원문보기’를 클릭 시, 해당 보고서가 열람되어 있는 사이트로 이동
하여 원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공
‒ 통일부 발행 보고서의 경우 무료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며, 그 외 자료의 경우 외부
URL로 연결되어 RISS(학술연구정보 서비스) 등의 학술연구정보화 시스템이나 통일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등 자료제공 사이트로 연결됨

51

2019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

통일연구DB 공유 방식

q 연구 분야 및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 분야) ‘통일’이라는 대주제 하에서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
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 전 분야
 통일연구DB의 경우, 통일연구원(2015)의 연구용역을 통해 다음과 같이 연구결과물을

분류함8)

통일연구DB 연구 성과물 분류표
대분류
정치
행정
(1)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개수

정치통합/통일방안(1)

체제통합, 체제전환, 남북연합

154

정치과정(2)

정당선거, 의회정치, 선거

3

정치엘리트(3)

리더십, 평화통일, 긍정심리학

5

행정통합(4)

기구, 제도, 지방행정

23

8) 통일연구원(2015). 통일준비연구의 종합 데이터베이스 구축방안. 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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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키워드)

치안, 통치(5)

경찰, 정치범, 통제

4

기타(9)

행정인력 양성, 맑시즘, 지식국가 네트워크

7

총계

외교
안보
(2)

196

군사통합(1)

한반도 군사통합, 군축, 군비통제

46

안보/동맹(2)

한미동맹, 한반도 외적동맹, 주한미군

27

통일외교/통일정책(3)

남북관계, 외교관계, 통일환경

112

한반도 평화체제(4)

평화구축, 정전체제, 다자안보협력체제

124

기타(9)

국가이미지제고, 평화이미지, 북방영토

2

총계

법제
(3)

개수

311

헌법(1)

헌법통합/처리, 국민적합의, 헌법체제비교

17

행정법(2)

행정법통합/처리, 지방자치행정, 행정조직

3

공법(3)

공법통합/처리, 형법통합, 산업재산권

6

사법(4)

사법통합/처리, 지적재산권, 토지법제

13

국제법(5)

한반도유사시, 평화협정, 한반도평화구축

3

기타(9)

정보통신법제, 여성관련법, 특별사법제도

11

경제통합/경제협력(1)

경제협력, 경제공동체, 금융통합, 개발원조

207

통일비용/편익(2)

통일기금, 한반도 통일효과, 분단비용

67

산업/기업(3)

사유화, 토지, 시장경제, 국유화, 농업, 관광

55

경제

노동(4)

고용, 노동, 북한 IT 산업

10

(4)

환경/과학기술(5)

DMZ활용, 산림협력, 재난정보체계

13

인프라(6)

국토이용, 통신, 철도

20

기타(9)

우정사업, 남북건설협력, 정보통신통합

1

총계

53

총계

사회
문화
(5)

373

사회갈등/통합(1)

사회의식, 민족동질성회복, 갈등관리

63

복지/보훈/보건(2)

사회보장, 연금, 보험

33

교육(3)

문화교류, 민주시민교육, 교육통합

68

여성/인권(4)

청소년 교류, 취약계층, NGO

14

문화/예술/종교/체육(5)

문화, 예술, 종교, 체육

18

시민사회/언론(6)

언론체제통합, 통일사회운동, 협력거버넌스

16

인구(7)

통일후 실업, 북한 노동력, 인구이동

8

기타(9)

관광마케팅, 북한교육, 사회격차, 탈북자 사회적응

6

총계
총계

226
1,159

출처 : 통일연구원(2015) 재인용
주 : 1. 괄호안은 코드 번호
2. 중분류에서 ‘기타’는 분류기준이 모호한 경우를 포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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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정기간행물, 논문

‒ 논문에는 석·박사 학위논문, 학술논문 등을 포함함
* 기존 연구결과 수집에 RISS(학술연구정보 서비스), DBpia(누리미디어 학술정보 검색 서비스), KISS(한국
학술정보), 국회도서관, 교보문고 스콜라, PRISM(정책 연구정보 서비스), 통일연구원 전자도서관 등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되는 성과물을 노출함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통일부의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연구 관련 전담인력은

존재함
‒ 통일정책협력관 내 정책기획과(2인)

통일부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

 통일연구DB 홈페이지 내에 전담부서 및 인력에 대한 안내가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통일대비 정책과제 연구’ 담당인력이 이의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통일정책협력관 내 정책기획과(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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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DB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

주 : (상단) 통일부 조직도, (하단) 통일연구DB 홈페이지 최하단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파악 가능 시)
 (구축·운영비용) 2년 간 1억 2,600만 원 가량 투입9)

q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통합검색도구를 제공하며, 클릭 시 ‘결과 내 재검색’

등으로 연결됨
 (상세검색 제공) 키워드별 상세검색만을 제공하며, 통합검색 기능 대비 크게 구별

되지 않음
‒ 키워드 : 제목, 저자, 발행년도, 발행기관
 (검색속도) Pindom 분석결과는 C등급(72점)으로 보통인 편임
 (추천 검색어 제공) 통합검색 화면에서 추천 검색어를 제공하고 있으나 사용자 이용에

따른 것이 아닌 ‘통일, 외교, 안보’로 고정된 키워드를 제공
‒ 반면 상세페이지 내에서 유사자료 및 유사자료 키워드를 제공하고 있어 아주 미흡
하다고 볼 수는 없음

9) 한국일보(2018.11.10.) 올리면 뭐하나… 통일준비연구DB, 조회수 ‘0건’ 자료 수두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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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DB 통합검색 화면

통일연구DB 상세검색 화면

통일연구DB 검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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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DB 추천 검색어 제공

q 부가가치 서비스
 (최신성) ‘최신자료’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지는 않으나 홈페이지 메인에 최신

자료로 연결되는 공간을 전면 게시함
‒ 그러나 현재(2019.11.13.) 기준 가장 최근 자료가 10월 22일의 것임
* 이는 통일 분야에만 한정된 데이터를 다루어 범위 자체가 적기 때문이거나, 실제 최근 연구를
불러오지 못하는 등 문제일 수 있음

 (다양성) ‘독일통일아카이브’, ‘남북관계뉴스’, ‘독일통일 관련뉴스’ 등을 통해 해당

홈페이지를 방문하는 이용자가 필요할만한 국내외 연관 자료들과 민간연구자료, 독일
정부이관문서 등을 특화하여 제공하는 것은 긍정적
‒ 그러나 통계DB, 연구 성과의 2차가공물(카드뉴스, UCC 등), 영상자료 등과 같은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아 정보 다양성을 충족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유용성) 연구 성과물이 얼마나 이용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조회 수 등이 일체

제공되지 않아 파악이 어려움. 다만 국회 외교통일위가 통일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매우 낮은 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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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DB 최신성

통일연구DB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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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DB 유용성
구축·운영에 2년간 1억 2600만 원 투입… “활용도 제고 방안 마련해야”

 통일준비연구DB는 2014년 12월 개최된 대통령직속 통일준비위원회 정부위원협의회에서
통일 준비 분야에 대한 기존 연구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DB 구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개발이 시작됐고, 2016년 12월 대국민 서비스에 들어갔다. 통일준비연구DB는 정치행정과
외교안보, 법제, 경제, 사회문화, 독일통일 등 6개 분야로 나눠 자료를 게시하고 있는데, 지난달
기준으로 5,422건이 등재됐다.

 하지만 조회 실적은 형편없다. 국회 외교통일위가 통일부를 통해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총
205건의 자료가 등재된 법제 분야의 전체 조회수는 1,043건으로, 평균 조회수가 5회에 불과
했다. 총 357건의 자료가 등재된 정치행정 분야도 비슷했다. 전체 조회수는 2,780회로 건당
평균 조회수는 8회밖에 되지 않았다. 한 명도 읽지 않은 게시물이 상당했고, 분야별 최고 조회
수도 수십 회 수준이었다.
출처 : 한국일보(2018.11.10.) 올리면 뭐하나… 통일준비연구DB, 조회수 ‘0건’ 자료 수두룩

 (시각화서비스) 메인화면의 픽토그램과 같은 기본적인 디자인그래픽 외에 이용자를

배려한 표, 그래프 등 시각화서비스가 존재하지 않음

q 활용 촉진 서비스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이용자를 위한 Q&A, 온라인도움말 등이 일체 제공되지

않음
 (행사 및 홍보) 홈페이지 내에서 이용자와 상호작용할 수 있는 행사나 홍보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 관련 행사에 대한 공지사항은 올라오지만 그것의 세미나 자료 등을 통해 연구 성과
물로 활용할 방법이 없음
‒ 통일부의 블로그,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에서 SNS 홍보가 미약하게나마 이루어
지고는 있으나 거의 1회성에 그쳐 큰 의미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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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연구DB 행사 및 홍보

출처 : 통일부 공식블로그 참조

② 총평 : 통일연구DB
통일연구DB 운영사례 분석결과
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 연구 분야

60

– 종합일반

●

– 경제

●

– 산업

●

– 노동

●

– 에너지·자원

●

– 국토개발

●

– 수송·교통

●

– 방송·통신·정보

●

– 사회문제

●

– 보건·사회복지

●

지자체 연구 성과물의 효율적 공유 관리 방안 연구

비교기준

세부내용

– 연구 성과물 종류

해당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 교육

●

– 과학기술

●

– 농림·해양·수산

●

– 환경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등

-

– 연구보고서

●

– 정책/연구자료

●

– 정기간행물

●

– 세미나자료

-

– 영상자료

-

– 논문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

-

– 별도 공유시스템 활용

●

– 직접 다운로드

●

– 외부 링크 연결

●

– 전담부서 존재

-

– 전담인력 존재

-

∙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 별도의 통합공유시스템 활용여부
– 성과물 공유 방식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유무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
– 개발유지에 필요한 예산

– 구축·운영: 2년 간 1억 2,600만 원

∙ 검색 및 열람 서비스(편리성, 항해성/접근성)
– 기록의 검색과 열람을 돕는
방법

– 검색도구의 제공

○

– 상세 검색 제공

×

– 검색 속도

△

– 추천 검색어 제공

△

– 최신성

△

– 다양성

△

– 유용성

×

– 시각화서비스

×

– 상호운용성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

– 확장성

– 행사 및 홍보

×

– 항해성/
접근성
– 편리성

∙ 부가가치 서비스(정보품질)
–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콘텐츠를 전시 또는 재생산

– 정보품질

∙ 활용 촉진 서비스(상호운용성, 확장성)
– 이용자 유입 활성화 노력

주 : ● 해당, - 비해당 / ○ 우수, △ 보통, × 미흡, ? 파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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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타 시·도 운영 사례
서울시
 (선정이유)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별도 공유시스템을 활용하지 않는 데 비해,

해당 지자체와 관련한 정보공개포털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선정

① 사례분석 : 서울정보소통광장
q 개요
 (기관명) 서울특별시
 (기관 홈페이지) https://www.seoul.go.kr/

서울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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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요메뉴) 나의 서울, 전자우편, 서울소개, 시민참여, 부서안내, 청사안내,

서울소식, 응답소, 정보공개, 분야정보
‒ (나의 서울) 나의 서울, 이용안내, 개인정보, 마일리지, 나의상담·신고조회, 나의
메일
‒ (전자우편) 하위메뉴 없음(공유시스템인 ‘서울정보소통광장’으로 이동)
‒ (서울소개) 시청안내, 서울의 상징물(조례), 서울의 상징, 서울의 역사, 서울정보,
시민상·시민표창
‒ (시민참여) 서울시민과의 대화, 시민청원/제안,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의견,
공모전, 서울사랑 커뮤니티, 서울시자원봉사센터
‒ (서울소식) 새소식, 공고, 보도·해명자료,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친구서울
‒ (응답소) 하위메뉴 없음
‒ (정보공개) 하위메뉴 없음
‒ (분야별 정보) 주택, 경제, 교통, 환경, 복지, 안전, 문화, 행정

q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별도 공유시스템의 일환으로 ‘서울정보소통광장’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본 시스템은 연구 성과물만을 위한 것이 아닌, 정보공개서비스 전반을 위한
시스템임
‒ 공공기관 정보공개서비스 내용 중 하나로 ‘정책연구자료’ 페이지를 운영함
 (공유시스템명) 서울정보소통광장
 (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opengov.seoul.go.kr/
 (운영주체)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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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메인화면

서울정보소통광장 정책연구자료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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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성과물 제공기관) 서울시 및 소관 기관

‒ 서울시(학술용역/기술용역), SH도시연구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
물연구원, 서울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의회,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
연구원, 서울학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
 (공유시스템 주요메뉴) 원문정보, 회의정보, 사전공표, 정보공개청구, 이용안내,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정보, 서울시 타 서비스 연계정보, 알아두면 유익한 서울시 정보,
서울시의 정책 및 통계 정보, 서울시의 다양한 아카이브 정보
‒ (원문정보) 결재문서, 원순씨와 함께 보는 문서, 신나는 경제정보
‒ (회의정보) 위원회 회의정보, 서울시의회 회의록
‒ (사전공표) 사전정보공표, 정책실명제, 정책연구자료, 업무추진비
‒ (정보공개청구) 정보공개청구안내, 이달의 주요공개정보, 정보공개청구현황, 정보
목록, 정보공개관련규정
‒ (이용안내) 100배 활용하기, 정보공개현황, 공지사항, 특화서비스 소개, 오픈API
및 위젯 안내, LOD 시범 서비스
‒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정보) 이슈 모아보기, 시민관심정보, 정책제안/문의,
시정연구지원
‒ (서울시 타 서비스 연계정보) 내 손안에 서울, 서울사랑, 내 친구 서울, 보도자료,
서울시의회
‒ (알아두면 유익한 서울시 정보) 120 주요질문, 서울의 재정, 건설사업정보, 서울시
조직운영지표, 국외훈련보고서
‒ (서울시의 정책 및 통계 정보) 서울의 통계, 주요사업백서, 주민참여사업
‒ (서울시의 다양한 아카이브 정보) 공공데이터, 기록관리자료, 시사편찬자료, 서울
실록, 사진아카이브
 (기타 메뉴) 로그인, 맞춤형서비스, 회원가입, Language, 사이트맵, 그 외 서울시

홈페이지 연결 링크 등(서울소식, 응답소,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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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서비스는 선택한 맞춤형 키워드와 일치하는 시정정보를 선별하여 제공하는
검색 시스템

서울정보소통광장 주요 메뉴

 (공유방식) 로그인 없이 직접 다운로드 가능

‒ 원문 다운하기와 미리보기 제공, 상세한 문서정보 및 초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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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공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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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 분야 및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 분야) 서울시 연구 성과물의 분야 분류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음

‒ 건강·식품,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안전, 여성·가족, 재정·세금, 주택·
도시계획, 행정·기타, 환경
‒ 이 중 행정·기타에 속하는 연구 리스트를 살펴보면 산업, 에너지·자원, 국제통상,
교육, 과학기술, 환경 등을 분야를 아우르고 있어, 사실상 ‘농림·해양·수산’ 분야를
제외하고 전 분야에 해당됨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세미나자료 등을 제공하며 연구 관련

영상자료, 논문은 본 정보공개포털에서 제공하지 않음
‒ 단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정기간행물과 일부 연구 자료를 제공하기도 함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서울시의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업무를 정보공개정책과에서 기록관리팀에서 담당

하고 있으나, 연구 성과물 외에 모든 기록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연구 성과물
전담부서로 보기는 어려움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기록관리팀(인원파악 불가)

서울시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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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정보소통광장 업무를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공개팀에서 전담하고 있으나, 연구

성과물에 대한 관리·운영업무만을 전담하는 부서 및 인력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

서울정보소통광장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파악 가능 시)
 구체적인 구축·운영비용에 대한 파악은 불가하나 서울시의 홈페이지 운영관리에 대한

예산은 2018년 1,614백만 원, 2019년 1,609백만 원이었음10)

10) 서울시(2019). 2019 알기쉬운 서울시 예산. p.5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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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통합검색도구를 제공하며, 검색 전면에 상세검색과 검색

조건설정을 노출함
 (상세검색 제공) 키워드, 검색구분, 검색기간, 분야, 기관, 연도별 상세검색 제공

‒ (키워드) 이용자가 직접 포함단어와 제외단어를 설정 가능
‒ (검색구분) 전체/제목/내용/문서번호/부서/작성자 등 문서정보별로 분류하여
검색이 가능
‒ (분야) 전체, 건강·식품, 경제, 교통·건설, 문화·관광, 복지, 안전, 여성·가족, 재정·
세금, 주택·도시계획, 행정·기타, 환경으로 분류
‒ (기관) 전체, SH도시연구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물연구원, 서울
보건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시 기술용역, 서울시 학술용역, 서울시의회,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서울학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

서울정보소통광장 통합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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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상세검색 화면

서울정보소통광장 분야별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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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기관별 검색 화면

서울정보소통광장 연구기관별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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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속도) Pingdom 분석결과는 D등급(66점)으로 매우 미흡한 편임

서울정보소통광장 검색속도

 (추천 검색어 제공) 추천 검색어를 따로 제공하지는 않으나, 문서 열람화면 우측에서

‘관련있는 문서’ 리스트를 제공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서울정보소통광장 관련있는 문서 제공

q 부가가치 서비스
 (최신성) ‘최신자료’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지는 않으나, 최근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

이트되어 높은 최신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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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성) ‘정책연구자료’ 페이지에서는 단순히 연구 보고서만을 제공하고 있어 연구

컨텐츠가 다양하다고 보기는 어려움
‒ 단, 서울정보소통광장 홈페이지 내 ‘맥락 서비스’, ‘맞춤형 서비스’, ‘큐레이션 서비스’,
‘오픈 API’나 ‘개방형 연결데이터(LOD, Linked Open Data)’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개선하고 다양한 정보 습득 가능성을 확대할 여지를 가지고 있음
‒ 다만 이것이 정보공개의 영역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고, 연구 성과물을 이용하는
데에 100% 적용되기 까지는 시간이 필요해보임
 특징적인 부분은 ‘시정연구 지원 서비스’가 존재한다는 점임

‒ 시정연구 지원 서비스는 서울시의 정책과 행정을 연구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이 자료
수집, 설문조사, 관계 공무원 인터뷰 등 연구에 필요한 내용을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도록 온라인 단일창구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함
‒ 기존에는 연구자가 유관부서에 개별적으로 요청하거나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는
등 요청방법이 일적하지 않았으나,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신청자가 정보소통광장
에서 연구목적, 필요사항 등을 기재하여 연구지원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담당부서로 자동 접수되며, 추후 공개가능 여부를 판단해 정보소통광장에 오픈하여
공유하는 방식으로 개선됨
‒ 이렇게 시민참여를 통해 공유 시스템 내 연구 컨텐츠를 확대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은 주목할 만함
 (유용성) 인기자료 중 연구보고서의 경우 최대 9,626건까지 조회되고 있고, 인기 상위

10개 보고서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4,606건에 이르는 등 높은 유용성 확보
 (시각화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물을 활용하여 통계를 비롯한

각종 수치들에 대한 표, 그래프 등 구조적으로 표현된 시각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음
‒ 다만 통계자료에 있어서 ‘한 눈에 보는 서울’ 서비스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고도의
시각화서비스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 연구 성과물 분야로의 적용도 가능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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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최신성

서울정보소통광장 다양성 : 특화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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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다양성 : 오픈 API, LOD 서비스

서울정보소통광장 다양성 : 시정연구 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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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유용성

서울정보소통광장 시각화서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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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시각화서비스(2)

q 활용 촉진 서비스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정보소통광장 100배 활용하기’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이용지원문서를 날짜, 키워드별로 검색하여 찾아볼 수 있도록
상세하게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이용지원문서의 카테고리를 세분화하고, 각각 적절한 인포그래픽과 이용자
친화적인 구성을 통해 소개하고 있어 아주 우수하다고 평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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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이용지원

 (행사 및 홍보) ‘시민이 참여하고 공유하는 정보’, ‘서울시의 정책 및 통계 정보’, ‘서울

시의 다양한 아카이브 정보’ 등을 통해 연구 성과물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관심사항을
많이 배치하여 연구 성과물을 접할 기회를 상당 마련하였음
‒ 특히 정책제안/문의는 일반 시민의 참여를 독려하고 있으며, 시정연구지원 서비스의
경우 직접적으로 연구자와의 상호작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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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정보소통광장 행사 및 홍보(1)

서울정보소통광장 행사 및 홍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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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평 :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정보소통광장 운영사례 분석결과
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 연구 분야

– 연구 성과물 종류

82

– 종합일반

●

– 경제

●

– 산업

●

– 노동

●

– 에너지·자원

●

– 국토개발

●

– 수송·교통

●

– 방송·통신·정보

●

– 사회문제

●

– 보건·사회복지

●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 교육

●

– 과학기술

●

– 농림·해양·수산

-

– 환경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등

-

– 연구보고서

●

– 정책/연구자료

●

– 정기간행물

-

– 세미나자료

●

– 영상자료

-

– 논문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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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 별도의 통합공유시스템 활용여부
– 성과물 공유 방식

– 별도 공유시스템 활용

●

– 직접 다운로드

●

– 외부 링크 연결

-

– 전담부서 존재

-

– 전담인력 존재

?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유무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
– 개발유지에 필요한 예산

– 2019년 1,609백만 원

∙ 검색 및 열람 서비스(편리성, 항해성/접근성)

– 기록의 검색과 열람을 돕는
방법

– 검색도구의 제공

○

– 상세 검색 제공

○

– 검색 속도

×

– 추천 검색어 제공

△

– 최신성

○

– 다양성

△

– 유용성

○

– 시각화서비스

×

– 상호운용성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

– 확장성

– 행사 및 홍보

○

– 항해성/
접근성
– 편리성

∙ 부가가치 서비스(정보품질)

–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콘텐츠를 전시 또는 재생산

– 정보품질

∙ 활용 촉진 서비스(상호운용성, 확장성)
– 이용자 유입 활성화 노력

주 : ● 해당, - 비해당 / ○ 우수, △ 보통, × 미흡, ? 파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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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선정이유) 본 연구의 목적이 광주시, 전라남도, 광주전남연구원 및 산하 공공기관의

생산 연구 성과물을 대상으로 하는 공유시스템 구축이라는 점에서 인접지역인 전라
북도를 대상으로 살펴봄
‒ 전라북도는 현재 홈페이지 상에 연구 성과물을 공유하지 않고 있으며, 연구 관련
내용은 전북연구원에 일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전북연구원의 연구 성과물 공유시스템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① 사례분석 : 전북연구원
q 개요
 (기관명) 전라북도
 (기관 홈페이지) http://www.jeonbuk.go.kr/

전라북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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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요메뉴) 소통민원, 도정정보, 생활복지, 산업경제, 전북소개, 문화관광,

전북재정 등
‒ (소통민원) 전북이야기, 도정소식 ‘얼쑤전북’, 제안하기, 도정참여, 안전신문고,
규제개혁신문고, 자유발언대, 전자민원모니터, 도지사에게 바란다, 의정활동 지원
내역 공개, 향우소식, 민원신고·상담, 민원안내, 행정정보공개, 인권공감, 사전
컨설팅감사, 적극행정, 자랑스러운 정북인대상 후보자 발굴
‒ (도정정보) 알림마당, 시험·채용, 전북 포커스, 행정정보, 인재양성, 토지종합정보,
도정자료, 행정심판, 법무행정, 여성정책, 장애인정책, 계약 정보, 도민안전, 전북
소방
‒ (생활복지) 교통정보, 대기오염정보, 새주소, 희망법률상담실, 마을세무사, 의료기관,
아동복지, 청소년복지, 여성/영·유아복지,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장사정보, 의료
관광
‒ (산업경제) 투자유치, 중소기업 지원, 산업/농공단지, 창업지원 현황, 경제동향,
일자리종합센터, 청년정책포럼, 삼락농정, 탄소산업, 귀농귀촌 종합안내, 내고장
특산품
‒ (전북소개) 전라북도 브랜드, 일반현황, 전북의 역사, 전북의 상징, 전북의 문화재,
도청안내, 전라북도 방언사전
‒ (문화관광) 문화관광
‒ (전북재정) 주민참여예산, 예산학교, 재정운용상황공개, 예산/재정공시, 세입/
세출결산, 예산낭비신고, 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센터
‒ 즉 별도의 연구 성과물 공유 카테고리가 존재하지 않음

q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별도 공유시스템을 대신하여 ‘전북연구원’에서 연구 성과물 공유·관리를 일임하고

있음
 (공유시스템명) 전북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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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jthink.kr/
 (운영주체) 전북연구원
 (연구 성과물 제공기관) 전북연구원

‒ 전북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 및 전라북도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정부 정책 관련 TF팀 연구사업, 기타 외부 기관과의 수탁(협약)사업 등을 포함함

전북연구원 메인화면

 (공유시스템 주요메뉴) 연구보고서, 이슈&정책, 진행과제, 참여마당, 정보공개, 연구원

소식, 연구원소개
‒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전북경제동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 (이슈&정책) 이슈브리핑, 정책브리프, 인포그래픽스
‒ (진행과제) ‒ (참여마당) 연구제안, 도민공모, 연구원에바란다
‒ (정보공개) 정보공개, 규정규칙, 연구윤리, 이사회, 경영공시, 감사결과, 외부평가
결과, 계약정보공개
‒ (연구원소식) 공지사항, 채용정보, 연구원행사, 미디어룸, 연구원NOW, 연구원 일정
‒ (연구원소개) 리더십, 연혁, 조직도, 조직 및 인력, 홍보센터, 오시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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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메뉴) HOME, SITEMAP, CONTACT US, 페이스북, 여성정책연구소, 진행과제

현황 등

전북연구원 주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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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방식) 로그인 없이 직접 다운로드 가능

‒ 원문 다운로드하기 및 목차보기 제공

전북연구원 공유 방식

q 연구 분야 및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 분야)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

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
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 전 분야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등을 제공

하며 논문 및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은 제공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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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전라북도의 경우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업무내용이 공개되어 있지 않아 파악이 불가함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파악 가능 시)
 파악불가

q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통합검색도구 만을 제공함

전북연구원 통합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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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검색 제공) 홈페이지 메인화면에서 연구보고서 메뉴를 선택할 때, ‘연구보고서’,

‘전북경제동향’, ‘지역균형발전협의체’ 3개 카테고리를 선택할 수 있으나 상세한 검색
범주를 제공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통합검색에서 상세메뉴로 연결되는 방법이 부재함
‒ (연구보고서) 과제유형별, 부서별, 제목별 검색이 가능함
* 과제유형은 기본과제, 기획과제, 정책과제, 현안과제, TFT, 수탁(협약)사업 등이 있음

‒ (전북경제동향) 부서별, 제목별 검색이 가능함
‒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부서별, 제목별 검색이 가능함
‒ 이 밖에 이슈&정책 카테고리에서 ‘이슈브리핑’, ‘정책브리프’, ‘인포그래픽스’를
통해 정기간행물, 시각화 자료 등을 제공

전북연구원 연구보고서 검색 화면

90

지자체 연구 성과물의 효율적 공유 관리 방안 연구

전북연구원 전북경제동향 검색 화면

전북연구원 자료유형별 검색 화면

 (검색속도) Pingdom 분석결과는 D등급(70점)으로 매우 미흡한 편임

전북연구원 검색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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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 검색어 제공) 인기검색어 및 최근검색어 등을 제공하지 않음

q 부가가치 서비스
 (최신성) 최근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최신성 확보
 (다양성) 단순 보고서 게시 수준이며, 차별화된 다양한 연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음
 (유용성) 인기자료 및 조회수에 따른 검색이 불가능하여 유용성 여부를 파악하기 힘듦
 (시각화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물을 활용하여 통계를 비롯한

각종 수치들에 대한 표, 그래프 등 구조적으로 표현된 시각화 서비스가 일부만 제공
되고 있음
‒ 이슈 및 정책에 대한 인포그래픽 카데고리를 별도로 두어, 관련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는 노력이 있음

전북연구원 최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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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시각화서비스 : 인포그래픽

q 활용 촉진 서비스(전북연구원)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이용자를 위한 Q&A, 온라인도움말 등은 제공되고 있지

않음
 (행사 및 홍보) ‘연구원행사’ 카테고리를 통해 정책세미나를 활성하고 있으며, 참여

마당에서 연구제안 및 도민공모, 연구원에 바란다 등 메뉴를 두어 시스템과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도모하고 있음
‒ 그러나 이용자 간 상호작용을 활성화하고 외부유입을 활성화하는 기제는 우수
하다고 평가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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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행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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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평 : 전북연구원
전북연구원 운영사례 분석결과
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 연구 분야

– 연구 성과물 종류

– 종합일반

●

– 경제

●

– 산업

●

– 노동

●

– 에너지·자원

●

– 국토개발

●

– 수송·교통

●

– 방송·통신·정보

●

– 사회문제

●

– 보건·사회복지

●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 교육

●

– 과학기술

●

– 농림·해양·수산

●

– 환경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등

-

– 연구보고서

●

– 정책/연구자료

●

– 정기간행물

●

– 세미나자료

●

– 영상자료

-

– 논문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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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 별도의 통합공유시스템 활용여부
– 성과물 공유 방식

- 별도 공유시스템 활용

-

– 직접 다운로드

●

– 외부 링크 연결

-

– 전담부서 존재

?

– 전담인력 존재

?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유무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
– 개발유지에 필요한 예산

– 금액 파악불가

∙ 검색 및 열람 서비스(편리성, 항해성/접근성)

– 기록의 검색과 열람을 돕는
방법

– 검색도구의 제공

△

– 상세 검색 제공

△

– 검색 속도

×

– 추천 검색어 제공

×

– 최신성

○

– 다양성

×

– 유용성

?

– 시각화서비스

△

– 상호운용성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

– 확장성

– 행사 및 홍보

△

– 항해성/
접근성
– 편리성

∙ 부가가치 서비스(정보품질)

–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콘텐츠를 전시 또는 재생산

– 정보품질

∙ 활용 촉진 서비스(상호운용성, 확장성)
– 이용자 유입 활성화 노력

주 : ● 해당, - 비해당 / ○ 우수, △ 보통, × 미흡, ? 파악불가

96

지자체 연구 성과물의 효율적 공유 관리 방안 연구

4. 공공기관 운영 사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선정이유) 사회과학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 공유시스템으로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및 산하 연구기관의 성과물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음
‒ 활용 면에서 지자체 단위와 규모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용 상 유의가 필요하나, 사회
과학분야에서 가장 큰 공유시스템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존재함

① 사례분석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q 개요
 (기관명)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 홈페이지) https://www.nrc.re.kr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97

2019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주요메뉴) 연구회 사업, 연구회 발간물, 연구회 소식, 연구회 소개, 소관

연구기관 소개, 정보공개 등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홈페이지 주요메뉴

q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별도 공유시스템으로 ‘국가정책연구포털’을 운영하고 있음
 (공유시스템명) 국가정책연구포털
 (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kis.re.kr
 (운영주체)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연구 성과물 제공기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
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
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
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
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
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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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S 메인화면

 (공유시스템 주요메뉴) NKIS소개, 연구성과, 국책연구동향, 통계서비스, 알림마당,

홍보관, 집현전사랑방 등
‒ (NKIS소개) NKIS란, 연구기관 소개, 표준분류체계, CI
‒ (연구성과) 통합검색, 우수보고서, 최신자료, 인기자료, 영상자료
‒ (국책연구동향) 정책동향, 연구과제공고, 정책세미나안내, 수행연구과제, 시각화
정보
‒ (통계서비스) NKIS 자료 통계, 기관통계모음
‒ (알림마당) NKIS 공지사항, NKIS 이벤트, NKIS 웹진, 연구기관채용정보
‒ (홍보관) 웹툰, UCC수상작, 공모전수상작, 보도자료, 에뉴얼리포트, Q&A, 오픈
API
‒ (집현전사랑방) 신규연구제안, 전문가토론방
 (기타 메뉴) 로그인, 회원가입, 온라인도움말, 사이트맵, 비율선택 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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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S 주요 메뉴

 (공유방식) 로그인 후 직접 다운로드 가능

‒ 원문 다운하기와 미리보기 제공

NKIS 공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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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구 분야 및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 분야)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

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
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 전 분야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영상자료

등을 제공하며 논문은 제공하지 않음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의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정기간행물 등 일부 연구 성과물을 관리하는 인력이 존재
‒ 성과정보실 내 성과홍보부(1인)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기관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

 국가정책연구포털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는 없으나 전담인력은 존재함

‒ 성과정보실 내 성과홍보부(1인), 정보화부(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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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S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파악 가능 시)
 (구축·운영비용) 2018년에는 1,203백만 원, 2019년에는 1,363백만 원 예산이

편성됨11)

q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통합검색도구를 제공하며, 클릭 시 결과 내 재검색과

필터 선택 등으로 연결됨
 (상세검색 제공) 키워드, 주제별, 자료유형별, 연구기관별 상세검색 제공

‒ 키워드 : 제목, 저자, 초록, 발행년도, 발행기관
‒ 주제별 : 16개 대분류(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
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및 중분류

‒ 자료유형별 : 5개 대분류(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영상자료)
및 중분류
‒ 연구기관별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노동
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
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
11)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2019). 경제인문사회연구회.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010&reportFormRootNo=31501(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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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대학원)

NKIS 통합검색 화면

NKIS 키워드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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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S 주제별 검색 화면

NKIS 자료유형별 검색 화면

NKIS 연구기관별 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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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속도) Pingdom 분석결과는 A등급(100점)으로 매우 우수함

NKIS 검색속도

 (추천 검색어 제공) 인기검색어 및 최근검색어를 제공하여 검색 편의성 제고

NKIS 추천 검색어 제공

q 부가가치 서비스
 (최신성) ‘최신자료’ 페이지를 따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되어 높은 최신성 확보
 (다양성) 단순 보고서 게시가 아닌 연구성과, 연구동향, 통계서비스 등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높은 다양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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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용성) 인기자료 중 연구보고서의 경우 최대 17,681건까지 다운로드 되고 있고,

인기 상위 10개 보고서의 평균 다운로드 횟수가 9,402건에 이르는 등 높은 유용성
확보
 (시각화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물을 활용하여 통계를 비롯한

각종 수치들에 대한 표, 그래프 등 구조적으로 표현된 시각화 서비스 제공

NKIS 최신성

NKIS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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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S 유용성

NKIS 시각화서비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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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S 시각화서비스(2)

q 활용 촉진 서비스(NKIS)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이용자를 위한 Q&A, 온라인도움말 등을 제공하고 있음

‒ 단, 일부 메뉴에서 로그인을 필요로 하여 접근성이 다소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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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KIS 이용지원

 (행사 및 홍보) 별도의 ‘홍보관’ 메뉴를 두어 웹툰, UCC수상작, 공모전수상작, 보도

자료, 에뉴얼리포트, Q&A, 오픈API 등 다채로운 홍보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음
‒ 또한 정책세미나 행사 등을 홍보하여 이용자 유입 활성화에 노력하고 있음

NKIS 행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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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평 :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사례 분석결과
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 연구 분야

– 연구 성과물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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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일반

●

– 경제

●

– 산업

●

– 노동

●

– 에너지·자원

●

– 국토개발

●

– 수송·교통

●

– 방송·통신·정보

●

– 사회문제

●

– 보건·사회복지

●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 교육

●

– 과학기술

●

– 농림·해양·수산

●

– 환경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등

-

– 연구보고서

●

– 정책/연구자료

●

– 정기간행물

●

– 세미나자료

●

– 영상자료

●

– 논문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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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 별도의 통합공유시스템 활용여부
– 성과물 공유 방식

– 별도 공유시스템 활용

●

– 직접 다운로드

●

– 외부 링크 연결

-

– 전담부서 존재

-

– 전담인력 존재

●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유무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
– 개발유지에 필요한 예산

– 2019년 1,363백만원

∙ 검색 및 열람 서비스(편리성, 항해성/접근성)

– 기록의 검색과 열람을 돕는
방법

– 검색도구의 제공

○

– 상세 검색 제공

○

– 검색 속도

○

– 추천 검색어 제공

○

– 최신성

○

– 다양성

○

– 유용성

○

– 시각화서비스

○

– 상호운용성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

– 확장성

– 행사 및 홍보

○

– 항해성/
접근성
– 편리성

∙ 부가가치 서비스(정보품질)

–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콘텐츠를 전시 또는 재생산

– 정보품질

∙ 활용 촉진 서비스(상호운용성, 확장성)
– 이용자 유입 활성화 노력

주 : ● 해당, - 비해당 / ○ 우수, △ 보통, × 미흡, ? 파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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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선정이유) 과학기술분야의 대표적인 연구 성과물 공유시스템으로 과학기술법 등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 관련법에 근거하여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정보 표준(NTIS DB)
으로 운영되고 있음
‒ 활용 면에서 지자체 단위와 규모차이가 크기 때문에 적용상 유의가 필요하나, 국가
연구개발사업을 다루는 가장 큰 공유시스템이므로 검토할 필요가 존재함

① 사례분석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STI)
q 개요
 (기관명)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관 홈페이지) https://www.kisti.re.kr/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요메뉴) KISTI 소개, 연구성과, 알림마당, KISTI 홍보, KISTI 서비스,

고객지원, 정보공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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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홈페이지 주요메뉴

q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별도 공유시스템으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을 운영하고 있음

 (공유시스템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NTIS)

 (공유시스템 홈페이지) https://www.ntis.go.kr

NTIS 메인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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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주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총괄

주관기관으로서 역할하고 있음

NTIS 추진체계도

NTIS 추진체계에 따른 역할
구성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주요기능
∙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 관리·유통에
관련한 주요 사안 심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근거 : 과기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NTIS 사업 추진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

NTIS 사업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과)

연구제도협의회(관계부처 실무자) 및
전문가협의회(관계부처 추천전문가)
실무자협의회
(대표전문기관 실무팀장)

총괄주관기관(KISTI) 및
협동연구기관(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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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거 : 과기정통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5조
∙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지식·정보 등의 관리·유통체제
구축 등(기본계획 및 사업계획 수립·조정, NTIS 시스템 구축·운영 등)
∙ 관계기관의 역할 정립 등 관계기관 협조체계 유지
∙ 의견수렴 및 협의, 기술 자문 등
–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33조의5
∙ NTIS와 부처 대표전문기관 자체시스템 구체적 연계방안 협의 등
∙ NTIS 세부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통합시스템 구축·운영
∙ 17개 부처·청, 9대 연구성과전담기관 등 정보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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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성과물 제공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17개 부·처·청 및 연구관리 전담

기관 등
‒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교육부(한국연구재단), 문화체육
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문화재청(국립문화재연구소), 산림청(한국임업진흥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방위사업청(국방기술품질원), 농촌진흥청(농촌진흥청), 식품의약

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처), 중소벤처기업부(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행정안전부(국립
재난안전연구원), 해양수산부(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
진흥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산업진흥원)

‒ 이외에도 국가R&D정보(NTIS)와 국가과학기술정보(NDSL), 기타 외부 기관자료를
링크로 연결하여 폭넓은 연구 성과물을 제공하고 있음

NTIS 연계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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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시스템 주요메뉴) 국가R&D전주기보기, 과제참여, 과제관리, 연구자정보, 데이터

활용, R&D플러스, NTIS소개
‒ (국가R&D전주기보기) 중장기계획·예산·사업, 사업 및 기관성과평가
‒ (과제참여) 국가R&D통합공고, 유사과제, 과학기술표준분류추천, R&D제도문의
‒ (과제관리) 과제 및 성과입력(SIMS), 연구성과등록, 논문·특허검증지원, 제재정보
조회, 과제평가결과조회
‒ (연구자정보) 국가R&D참여인력, 과학기술인등록번호, 연구생태계맵, 평가위원
후보추천, 이력정보관리, 위원회추천
‒ (데이터활용) 과학기술통계, R&D데이터신청, 분석클라우드, 과학데이터활용지원,
OpenAPI
‒ (R&D플러스) 정책·기술동향, 이슈로 보는 R&D, 기업지원R&D정보, 기술이전·
사업화정보, 국가연구개발우수성과, 자료실
‒ (NTIS소개) NTIS소개, 공지사항, 과학기술뉴스, 이용·제도문의, 과찬의 말씀, 카드
뉴스, 뉴스레터
 (기타 메뉴) 디렉토리검색, 상세검색, 검색도움말, SNS 바로가기, 영문버전, 과학

기술인등록번호 발급 등

NTIS 주요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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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방식) 로그인 후 원문보기를 통해 외부 웹페이지 접속 후 다운로드

‒ 주로 국가과학기술정보(NDSL), 국가R&D정보(NTIS) 등의 해당 웹페이지로 이동하여
미리보기와 다운로드가 가능함
‒ 그 외 표/그림, 국가R&D통합공고, 사업, 과제, 참여인력, 논문, 특허, 정책·기술
동향, 소프트웨어, 연구시설장비, 기술요약정보, 기술료, 사업화,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등 역시 해당 웹페이지 링크나 미리보기, 다운로드 등을 각각 제공함

NTIS 공유 방식

q 연구 분야 및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 분야)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

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
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 전 분야
‒ 그 외에 과학기술표준분류에 따라 과학기술분야를 비롯한 모든 분야(수학, 물리학,
화학, 지구과학, 생명과학, 기계, 재료, 화공, 전기/전자, 원자력, 역사/고고학, 철학/종교, 언어,
문학, 예술, 체육, 미디어, 뇌과학, 인지/감성과학 등)를 모두 다루어 가장 폭넓은 분야를

포함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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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보고서, 정책/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논문 등을

제공
‒ 이들이 제공하는 검색결과는 R&D통합공고, 사업, 과제, 참여인력, 논문, 특허, 연구
보고서, 정책·기술동향, 소프트웨어, 생명정보, 생물자원, 신품종,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기술요약정보, 기술료, 사업화, 우수성과, 과학데이터, 해외R&D 등으로
사회과학분야의 분류와는 크게 차이가 있음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KISTI의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를 조직도 상 확인할 수 없으나, 성과

확산실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음
‒ 정책부 내 성과확산실(8인)
 NTIS 업무를 전담하는 부서가 존재함

‒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내 NTIS센터(35인)

NTIS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여부

q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파악 가능 시)
 (구축·운영비용) 2019년에는 16,808백만 원의 예산이 편성됨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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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통합검색도구를 제공하며, 클릭 시 검색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상세검색 분류별로 유사도순 또는 최신순(택1)으로 각각 3개씩 요약하여 보여
주며, 원문 내 검색기능 및 스크랩 기능도 제공
‒ 단순히 상세검색 카테고리별 검색결과만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본 홈페이지 내
다른 메뉴들의 자료까지 포함하여 제공함

NTIS 통합검색 화면

 (상세검색 제공) R&D통합공고, 사업, 과제, 참여인력, 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정책·

기술동향, 소프트웨어, 생명정보, 생물자원, 신품종, 연구시설장비, 화합물, 기술요약

12) 공공기관경영정보공개시스템(2019).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http://www.alio.go.kr/popReportTerm.do?apbaId=C0161&reportFormRootNo=31401(검색일: 2020. 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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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기술료, 사업화, 우수성과, 과학데이터, 해외R&D 등을 유사도순/최신순/제목
오름차순/제목내림차순으로 선택 가능함. 또한 검색결과 목록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함
‒ 디렉토리검색, 상세검색 메뉴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이 구별되는 장점임. 디렉토리
검색은 과제/논문/특허/연구보고서 중 택한 후, 분류, 개정시기,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까지 선택할 수 있는 팝업메뉴를 제공함하며, 상세검색의 경우, 카테고리별로
구체적인 키워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팝업메뉴를 제공함
‒ 검색도움말을 검색칸 하단에 배치하여 다양한 검색 연산자를 활용토록 함

NTIS 상세검색 화면 : 디렉토리검색과 상세검색, 검색도움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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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각 카테고리별로 검색결과가 어느 범위까지를 포함하는지를 팝업창을 통해
구체적으로 보여줌

NTIS 상세검색 화면 : 검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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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통합공고) 공고년도, 부처명별 필터를 제공

NTIS 상세검색 화면 : 국가R&D통합공고

‒ (사업) 사업연도, 사업부처, 회계구분(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등)

NTIS 상세검색 화면 :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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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 주관/협동 또는 위탁과제/공동연구로 구분이 가능함. 주관/협동 과제는
최종과제여부, 기준년도, 과제수행기관, 과제관리기관, 부처명, 연구수행주체, 연구
개발단계, 6T분류, 연구책임자, 위탁·공동과제유무, 과학기술표준분류, 중점과학
기술분류별 필터를 제공. 위탁과제/공동연구는 수행기관명, 연구수행주체, 기준
년도, 연구형태별 필터를 제공함

NTIS 상세검색 화면 : 과제

‒ (참여인력) 재직기관, 전공, 지역, 전문분야, 졸업학교명, 공개유무별 필터를 제공함

NTIS 상세검색 화면 : 참여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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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 국가R&D정보(NTIS)와 국가과학기술정보(NDSL)로 구분되며, 성과년도, 논문
구분, 국내외구분, 저널명, 저자명, SCI구분, 원문유무, 부처명, 과제수행기관, 연구
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함

NTIS 상세검색 화면 : 논문

‒ (특허) 국가R&D정보(NTIS)와 국가과학기술정보(NDSL)로 구분되며, NTIS에서는
성과년도, 지재권구분, 해외출원여부, 출원(등록)국가, 출원(등록)인, 원문유무, 부처명,
과제수행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NDSL에서는
유형 및 범위, IPC분류, 출원년도, 공개년도, 등록년도, 출원인별 필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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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상세검색 화면 : 특허

‒ (연구보고서) 국가R&D정보(NTIS)와 국가과학기술정보(NDSL), 표/그림별로 검색
할 수 있으며, NTIS에서는 기준년도, 발행국가, 발행기관명, 부처명, 과제수행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NDSL에서는 연구기관, 연구
책임자/저자, 발행년도, 주제분야, 출처별 필터를 제공함. 표/그림의 경우에는 별도
필터가 아닌 표/그림 자체를 제공

NTIS 상세검색 화면 :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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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기술동향) 발행년도, 제공기관, 과학기술표준분류, 유형분류별 필터를 제공

NTIS 상세검색 화면 : 정책·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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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웨어) 성과연도, 소프트웨어구분, 출처기관, 저작자, 부처명, 과제수행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NTIS 상세검색 화면 : 소프트웨어

‒ (생명정보) 성과연도, 등록기관, 생명정보형태, 생명정보대분류, 부처, 과제수행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 (생물자원) 성과연도, 기탁기관, 생물자원분류, 기탁자, 부처, 과제수행기관, 연구
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 (신품종) 성과연도, 출원등록인, 부처, 과제수행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
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 (연구시설장비) 성과연도, 취득방법, 시설장비구분, 재원구분, 활용용도, 활용범위,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 (화합물) 성과연도, 기탁기관명, 기탁자, 부처, 과제수행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 (기술요약정보) 성과연도, 기술완성도, 부처, 과제수행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 (기술료) 성과연도, 대상국, 기술실시대상기관, 납부방식, 실시방식, 부처, 과제수행
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 (사업화) 성과연도, 부처, 과제수행기관, 연구수행주체, 6T분류, 과학기술표준분류별
필터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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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성과) 선정년도, 소속기관명, 연구개발분야, 연구수행주체, 부처별 필터를 제공
‒ (과학데이터) 제공기관, 대형연구시설장비명별 필터를 제공
‒ (해외R&D) Start Year, Coordinator Country, Coordinator, Participants, Framework Programme별 필터를 제공
 (검색속도) Pingdom 분석결과는 A등급(97점)으로 매우 우수함

NTIS 검색속도

 (추천 검색어 제공) 연관키워드를 구체적이고 다양하게 제공하며, NTIS 인기검색어를

주간/월간 구분하여 제공하는 등 이용자 항해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함
‒ 또한 메인화면에서 추천정보를 배너 및 링크로 제시하거나 각종 관련 정보들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배너를 배치함으로써 항해성을 높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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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연관키워드 및 인기검색어 제공

NTIS 추천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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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가가치 서비스
 (최신성) 관련 기관 간 연계를 통해 최근 자료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어 높은 최신성

확보
 (다양성) 과학기술분야 특성에 따라 연구 성과물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국가

R&D에 관한 통합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음
‒ 국가R&D 중장기 계획 및 예산, 기관 성과평가, 국가R&D통합공고 등 연구기획 및
공고 전반에 대한 정보는 물론, 과제관리 측면에서의 정보, 연구자 생태계 맵 및
참여인력 조회, 데이터 활용 정보, 기술동향, 세미나 및 설명회, 분야뉴스 등 국가
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거의 모든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유용성) 연구보고서의 경우 인기보고서를 따로 제공하지 않아 조회수 파악에는

어려움이 있음. 따라서 인기보고서 조회수나 평균 조회수를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함
‒ 대신 보고서 개개별로 ‘활용도 분석’ 탭을 제공하고 있어, 이용자가 해당 연구 성과
물을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음
 (시각화서비스) 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록물을 활용하여 통계를 비롯한

각종 수치들에 대한 표, 그래프 등 구조적으로 표현된 시각화 서비스 제공하며, 시각화
서비스의 종류가 매우 다양함
‒ (연구생태계맵) 연구자, 연구기관, 기관 연구분야별로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는지
협력 네트워크를 시각화하여 보여줌
‒ (과학데이터활용지원)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과학데이터를 제공하는 기관과 위치
등 전반적인 정보를 데이터 카테고리별로 시각화하여 제공함
‒ (과학기술통계) 과학기술 관련한 데이터 통계를 표와 그래프로 제공함
‒ 이 외에도 다양한 시각화 서비스를 깊이 있게 제공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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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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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유용성

NTIS 시각화서비스 : 연구생태계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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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시각화서비스 : 과학데이터활용지원

NTIS 시각화서비스 : 과학기술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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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활용 촉진 서비스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이용자를 위한 FAQ, Q&A, 전화문의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R&D제도문의까지 함께 제공하고 있음
‒ 특히 이용자 활용교육을 통해 웹페이지의 운용 소통을 강화하고 있음

NTIS 이용지원

 (행사 및 홍보) 이용·제도문의 메뉴에서 ‘간담회’ 항목을 두어 이용자 오프라인 간담

회를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며, 그 외에도 시각화된 홍보 자료인 ‘카드뉴스’,
이용자 간 상호작용 촉진을 위한 연구자 대담 자료인 ‘과찬의 말씀’, 그밖에 ‘뉴스레터’
등 다양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음
‒ 특히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이용하여 국가R&D참여인력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평가위원 및 위원회 후보 추천이 가능하는 등 이용자를 플랫폼으로 유입하는 요인을
상당 배치하여 상호운용성을 강화하고 있음
‒ 또한 정책세미나 등 행사를 홈페이지 메인화면에 배너로 배치하고, 블로그 등
SNS을 활용하여 홍보 측면의 노력도 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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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반적으로 높은 개방, 공유, 참여를 기반으로 한 상호작용 서비스로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

NTIS 행사 및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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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총평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TIS 운영사례 분석결과
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 연구 분야

– 연구 성과물 종류

– 종합일반

●

– 경제

●

– 산업

●

– 노동

●

– 에너지·자원

●

– 국토개발

●

– 수송·교통

●

– 방송·통신·정보

●

– 사회문제

●

– 보건·사회복지

●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 교육

●

– 과학기술

●

– 농림·해양·수산

●

– 환경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등

●

– 연구보고서

●

– 정책/연구자료

●

– 정기간행물

●

– 세미나자료

●

– 영상자료

-

– 논문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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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세부내용

해당

∙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 별도의 통합공유시스템 활용여부
– 성과물 공유 방식

– 별도 공유시스템 활용

●

– 직접 다운로드

●

– 외부 링크 연결

●

– 전담부서 존재

●

– 전담인력 존재

●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유무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
– 개발유지에 필요한 예산

– 2019년 16,808백만 원

∙ 검색 및 열람 서비스(편리성, 항해성/접근성)

– 기록의 검색과 열람을 돕는
방법

– 검색도구의 제공

○

– 상세 검색 제공

○

– 검색 속도

○

– 추천 검색어 제공

○

– 최신성

○

– 다양성

○

– 유용성

○

– 시각화서비스

○

– 상호운용성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

– 확장성

– 행사 및 홍보

○

– 항해성/
접근성
– 편리성

∙ 부가가치 서비스(정보품질)

–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콘텐츠를 전시 또는 재생산

– 정보품질

∙ 활용 촉진 서비스(상호운용성, 확장성)
– 이용자 유입 활성화 노력

주 : ● 해당, - 비해당 / ○ 우수, △ 보통, × 미흡, ? 파악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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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유시스템 운영사례 분석결과 종합
공유시스템 운영사례 분석결과 종합

비교기준

세부내용

서울
통일
정보 전북
PRISM 연구
NKIS NTIS
소통 연구원
DB
광장

∙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 연구 분야

– 연구 성과물 종류

– 종합일반

●

●

●

●

●

●

– 경제

●

●

●

●

●

●

– 산업

●

●

●

●

●

●

– 노동

●

●

●

●

●

●

– 에너지·자원

●

●

●

●

●

●

– 국토개발

●

●

●

●

●

●

– 수송·교통

●

●

●

●

●

●

– 방송·통신·정보

●

●

●

●

●

●

– 사회문제

●

●

●

●

●

●

– 보건·사회복지

●

●

●

●

●

●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

●

●

●

●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

●

●

●

●

– 교육

●

●

●

●

●

●

– 과학기술

●

●

●

●

●

●

– 농림·해양·수산

●

●

-

●

●

●

– 환경

●

●

●

●

●

●

–그외
과학기술분야 등

-

-

-

-

-

●

– 연구보고서

●

●

●

●

●

●

– 정책/연구자료

-

●

●

●

●

●

– 정기간행물

-

●

-

●

●

●

– 세미나자료

-

-

●

●

●

●

– 영상자료

-

-

-

-

●

-

– 논문

-

●

-

-

-

●

–그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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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세부내용

서울
통일
정보 전북
PRISM 연구
NKIS NTIS
소통 연구원
DB
광장

∙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 별도의 통합공유시스템
활용여부
– 성과물 공유 방식

– 별도 공유시스템
활용

●

●

●

-

●

●

– 직접 다운로드

●

●

●

●

●

●

– 외부 링크 연결

-

●

-

-

-

●

– 전담부서 존재

-

-

-

?

-

●

– 전담인력 존재

●

-

?

?

●

●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유무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
– 개발유지에 필요한 예산

– 금액(연/억원)

4.4 0.6* 16.1

?

13.6 16.0

∙ 검색 및 열람 서비스(편리성, 항해성/접근성)
– 항해성/
– 기록의
접근성
검색과
열람을 돕는
– 편리성
방법

– 검색도구의 제공

△

○

○

△

○

○

– 상세 검색 제공

○

×

○

△

○

○

– 검색 속도

×

△

×

×

○

○

– 추천 검색어 제공

△

△

△

×

○

○

– 최신성

○

△

○

○

○

○

– 다양성

○

△

△

×

○

○

– 유용성

○

×

○

?

○

○

– 시각화서비스

×

×

×

△

○

○

∙ 부가가치 서비스(정보품질)
–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 정보품질
콘텐츠를
전시 또는
재생산
∙ 활용 촉진 서비스(상호운용성, 확장성)
– 이용자
유입
활성화
노력

– 상호
운용성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

×

○

×

△

○

– 확장성

– 행사 및 홍보

×

×

○

△

○

○

주 1: ● 해당, - 비해당 / ○ 우수, △ 보통, × 미흡, ? 파악불가
* 통일연구DB의 경우 알려진 구축·운영 2개년 금액을 년 단위로 평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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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지자체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방안

1. 기본 원칙
 오픈 사이언스는 과학기술계뿐 아니라 전체 연구계에 디지털기술을 이용한 개방형

연구로 새롭게 개념화되고 있음(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6)
‒ “공공자금으로 지원된 연구성과물(출판물 및 데이터)을 디지털 포맷으로 공개하여
이용자가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함”(신은정, 2015: 7)
‒ 출판물에서 공개의 정도가 그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 공개, 그리고 이용자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여 협업의 체제를 마련하는 장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오픈 사이언스 정책과 연구성과물 공개정책의 범주

자료 :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20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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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데이터베이스 구축 시 단순히 연구성과물을 제공하는데 그치지 않고 이용자

들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함
‒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의 3대 관리 원칙인 완전성(Integrity), 접근성(Accessibility),
관리성(Stewardship)에 근거하여 구축되도록 함
‒ 완전성은 신뢰성과 정확성을 의미하며, 데이터의 보존과 공개를 포함한 광범위한
내용으로 결과에 대한 신뢰성 확보를 위해 데이터를 결과물과 더불어 원본 데이터를
같이 공유해야 함
‒ 접근성은 자료에 대한 접근과 공유(Sharing)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용자가 쉽게 데이터
베이스에서 원하는 자료를 찾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수 있도록 함
‒ 관리성은 연구의 관리(Management)와 보존(Preservation)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와
이와 관련한 자료가 축적되고 보존될 수 있도록 함
 공개된 연구 성과물이 일방적으로 전달되는 방식이 아닌 이용자의 의견이 전달되는

쌍방향 상호작용(Interaction)이 가능하도록 하여 진정한 의미의 공유가 이루어지도록 함
‒ 과거의 공유 데이터베이스가 연구성과물을 일방적으로 공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광주전남연구원의 데이터베이스는 이용자가 의견을 피력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함
‒ 연구 성과물을 이용한 후기나 이용 시 주제 등에 대해서 궁금한 점 등이 다른 이용자
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함
‒ 또한, 이용자들이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에 대한 제안할 수 있도록
하여 데이터베이스를 활성화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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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데이터베이스 구축 내용
광주광역시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현황
q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분석
 (기관명) 광주광역시
 (기관 홈페이지) https://www.gwangju.go.kr/

광주광역시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요메뉴) 소통·참여, 열린민원, 시정소식, 정보공개, 분야별정보, 광주

소개
‒ (소통·참여) 참여광장, 시민소통, 시민제안/정책포럼, 시민정보화교육, 온라인예약
신청, 민간단체정보, 아리바다(열린강연), 대학생소통콘텐츠대회
‒ (열린민원) 민원안내, 민원신청, 여권안내, 민원처리공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
센터, 채무힐링행복상담센터, 110수화(화상)/채팅상담, 행정서비스헌장

143

2019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

‒ (시정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언론보도해명, 고시공소/입법예고, 시험/인사정보,
입찰소식, 기타소식, 실국소식, 직속기관/사업소 소식
‒ (정보공개) 정보공개포털, 공공데이터개방, 에코포털(환경), 스마트 도시분석 포털,
정책이력제(실명제), 감사결과공개, 업무추진비, 계약365코너
‒ (분야별 정보) 건설·교통, 경제·일자리, 도시·부동산, 문화관광, 복지·건강, 재난·
안전, 재정·세정, 행정·기타, 환경·상수도
‒ (광주소개) 일반현황, 시청안내, 시정비전, 시의상징, 홍보영상, 광주통계, 광주의
역사, 5·18민주화운동

q 광주광역시청 홈페이지 개선 사항
 광주광역시의 기본 정보들과 분야별 정보들이 중첩되어 있으므로 다소 필요한 정보를

얻기에 어려움이 있음
‒ 정보공개포털과 분야별 정보란의 내용이 겹치는 부분이 있음
‒ 정보공개포털에서 각 분야별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에 불구하고 주요 메뉴 중 분야별
정보란에서 건설·교통, 경제·일자리 등과 같은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 혼란을
야기함
‒ 정책 및 연구용역과 관련된 데이터는 정보공개포털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설명이나 내용이 게시되어 있지 않음
 소통·참여란의 참여광장과 시민소통의 성격이 유사해 시민의 의견 또는 제안 처리에

비효율성이 야기될 수 있음
‒ 참여광장의 자유게시판과 혁신창의방은 자유롭게 시민이 의견 또는 제안을 제시
할 수 있음. 하지만 이는 시민소통과 역할과 같음
‒ 참여광장과 시민소통은 다소 민원신청과도 비슷한 내용을 담고 있으므로 이로 인한
이용의 불편성도 증가할 것이라 추측 가능함
‒ 시민의 의견과 제안은 정책이나 연구 관련 제안과 관련이 있으나 두 메뉴의 성격이
모호하여 시민들의 정책 및 연구 제안을 관리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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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청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현황
q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분석
 (기관명) 전라남도
 (기관 홈페이지) https://www.jeonnam.go.kr/

전남도청 홈페이지

 (홈페이지 주요메뉴) 참여와 소통, 도정소식, 정보공개, 전자민원, 분야별정보, 전남

소개, 부서별 안내, 이용안내
‒ (참여와 소통) 도민의 소리, 도민접견실예약, 도민제안·참여, 정책참여, 청렴 전남,
좋은 경관 만들기, 소통, 향우 소식
‒ (도정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고시/공고, 전남도보, 시험정보, 채용정보, 부서
자료실
‒ (정보공개) 사전정보공표, 정보공개, 주요시책, 공공데이터 개방, 재정운영, 기타
정보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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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민원) 인권상담·조사, 도민행복소통실, 정부24, 민원편람, 여권, 민원상담
신청, 민원신고센터, 민원메신저, 전라남도 행정서비스헌장
‒ (분야별 정보) 일자리·경제, 농업·축산, 환경·산림, 해양수산, 도민복지, 부동산
정보, 법무정보, 재난안전정보, 통계정보
‒ (전남소개) 도청안내, 일반현황, 전남의 상징, 전남의 역사, 전남발전전략, 도정
홍보관, 해외교류현황
‒ (부서별안내) 대변인실, 도민행복소통실, 감사관, 인구청년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국제협력관, 기업도시담당관, 기획조정실, 도민안전실, 일자리정책본부, 경제에너
지국, 관광문화체육국, 보건복지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건설교통국, 자치
행정국, 한전공대설립지원단, 소방본부, 도의회사무처, 직속기관, 사업본부, 사업소
‒ (이용안내) 홈페이지 이용안내, RSS 이용안내, 사이트맵, 회원가입, 마이페이지,
아이디/비밀번호찾기,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보호침해신고, 이메일무단수집
거부, 뷰어다운로드, 배너모음, 통합검색, 저작권정책, 웹접근성 품질 인증마크

q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개선 사항
 전라남도청 홈페이지에 광주전남연구원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링크(Link) 기능이

필요함
‒ 2015년 기존의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을 해산하고 광주
전남연구원을 설립함
‒ 하지만 두 광역단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의 직접적인
통제 하에 있지 않음
‒ 그 결과 전라남도청 홈페이지에서 연동이 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음
‒ 반면, 광주광역시의 경우 연구성과물에 대한 광주전남연구원의 링크가 되어 있는
상태임
 전라남도의 기본 데이터가 여러 항목에 산재하여 있어서 정보 획득에 어려움이 있음

‒ 공공데이터 개방은 정보공개에서 검색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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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경제, 농업·산림 등 분야별 정보는 분야별 정보에서 제공하고 있음
‒ 전라남도 관련 통계자료는 분야별 정보의 하위 분야인 통계정보에서 제공함으로써
전라남도의 각종 정보가 여러 곳에 산재되어 있음
 도민제안·참여란에 정책연구용역을 검색할 수 있지만 어떤 도민제안이 어떻게 처리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feedback)이 부족함
‒ 민원에 대응하기 위해 전자민원에서 각종 민원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정책이나 연구 관련 제안을 접수할 방법은 전무함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성과물 공유시스템 현황 및 개선 방안
①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 분석
 (기관명) 광주전남연구원
 (기관 홈페이지) http://www.gjeri.kr

광주전남연구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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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 주요메뉴) 연구보고서, 부서 및 센터, 정보공개, 참여 및 소통, 연구원소식,

연구원소개
‒ (연구보고서) 정책과제, 수탁과제, 연속간행물, 세미나 및 기타자료, 연구사업계획,
아시아연구자료, 지역정보, 구)광주발전연구원 보고서, 구)전남발전연구원 보고서
‒ (부서 및 센터) 연구기획본부장, 경제산업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 농수산해양
연구실, 사회환경연구실, 문화관광연구실, 기회경영실, 미래전략팀, 남도학연구
센터, 아시아연구센터, 지역정보센터, 광주경제교육센터
‒ (정보공개) 경영공시, 클린경영, 규정집, 해외출장리포트
‒ (참여 및 소통) 연구제안, 연구원에게 바란다, 원장에게 바란다, 자유게시판, 설문
조사
‒ (연구원소식) 공지사항, 보도자료, 학술행사, 교류협력사업, 포토뉴스, 입찰공고,
채용공고
‒ (연구원소개) 원장소개, 설립개요, 연구원비전, 조직도, 대외교류, 오시는 길, 전자
도서관

q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별도 공유시스템을 대신하여 광주전남연구원에서 연구 성과물 공유·관리를 일임

하고 있음
‒ 타 기관들의 연구성과물 공개 방식을 고려해볼 때, 별도의 공유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남
‒ 향후 ‘서울정보소통광장’의 사례처럼 정보의 전반적인 공개를 위한 시스템으로
발전해야 함

q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통합검색도구를 제공하며, 클릭 시 검색 단어를 포함한

정보를 검색된 게시판 리스트와 각 게시판에서의 검색결과 순으로 보여줌(상세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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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 and, or 수준의 단순한 검색 연산자만을 제공하여 상세검색 기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통합검색에서 상세검색으로 연결되지 않는 한계가 있음
‒ 연구성과물의 종류에 대한 상세분류도 정책과제, 수탁과제, 연속간행물, 세미나 및
기타자료, 연구사업계획, 아시아연구자료, 지역정보, 구)광주발전연구원 보고서,
구)전남발전연구원 보고서 등 9개 게시판으로 나누어 제공하는 데 그치며 별도의
종합검색 및 필터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 (정책과제) 연 단위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주전남연구원의 정책과제 보고서를 제공
하며, 단순 검색만 가능함
‒ (수탁과제) 자치단체를 비롯한 타 기관과 계약 체결 후 연구하여 해당기관에 납품한
것을 제공하며, 본 홈페이지에서는 간단한 수행정보만 제공하며, 단순 검색만 가능함
‒ (연속간행물) 광주·전남 주요 현안 및 이슈에 대해 대응방향과 정책대안을 수시로
분석 및 발간하여 시도민에게 제공하며, 단순 검색만 가능함
* 연속간행물에는 광전리더스Info, 광주전남연구, 광주전남연구원 소식 창 등이 있음

‒ (세미나 및 기타자료) 각종 정책토론회 및 심포지엄, 세미나, 기타 행사 자료를 제공
하며, 단순 검색만 가능함
‒ (연구사업계획) 연구성과물이 아닌,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사업 방향 및 역점추진
사업 등을 연도별로 게시함
‒ (아시아연구자료) 아시아뉴스와 아시아연구포럼 자료를 제공하며, 단순 검색만
가능함
‒ (지역정보) 간행물로 월간광주전남경제동향 권호와 광주전남에 관한 인포그래
픽스를 제공하며, 단순 검색만 가능함
‒ 그 외에 광주발전연구원과 전남발전연구원의 과거 보고서를 게시하며, 단순 검색만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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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통합검색 화면

광주전남연구원 상세검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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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색속도) Pingdom 분석결과는 D등급(70점)으로 미흡한 편임

광주전남연구원 검색 속도

 (추천 검색어 제공) 추천 검색어 및 연관 검색어 기능을 제공하지 않음

② 연구 성과물 공유 개선 방안
 공유시스템 주요메뉴로는 크게 7가지 메뉴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함

‒ (공유시스템 주요메뉴) 연구원소개, 연구성과, 이슈&정책, 정보공개, 더불어마당,
연구원동향, 이용안내로 구분하여 연구성과 및 정보를 구분함
 연구원 소개에서는 연구원의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

‒ (연구원 소개) 인사말, CI 및 비젼, 연혁, 조직 및 인력, 찾아오시는 길
‒ 인사말에서는 연구원장의 인사말을 통해서 연구원을 소개함
‒ CI 및 비전에서는 연구원의 정체성과 나아가야 할 방향 등을 소개함
‒ 연혁에서는 연구원의 역사를 소개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어떤 임무를 수행
했는지를 소개함
‒ 조직 및 인력에서는 조직구성 및 해당 부서의 연구자를 소개하고 연구자의 전공과
과거 연구성과 리스트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찾아오시는 길은 연구원의 위치 정보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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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성과에서는 연구원에서 제공하는 각종 연구성과를 소개하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함
‒ (연구성과) 연구보고서, 정기발간물, 세미나 및 기타자료, 주제별 검색
‒ 연구보고서에서는 연구소에서 생산하는 각종 연구결과물을 공개함
‒ 필요에 따라서는 현재 공유사이트에서 공개하고 있는 방식인 정책과제, 수탁과제에
기본과제 등을 추가하여 체계적으로 공개하도록 함
‒ 정기발간물은 기존의 광전 리더스 info, 광주전남연구 외에도 전남경제동향 등의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간하여 정기발간물란을 활성화함
‒ 세미나 및 기타자료는 연구원에서 수행하는 각종 세미나 및 기타 행사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DB)를 공개해서 이용자들이 찾기 쉽도록 정리함
 주제별 검색에서는 연구주제별로 연구 성과물을 검색하기 쉽도록 주제별 검색 기능을

구분하여 게시하도록 함
‒ 기존의 연구보고서에서는 보고서의 성격에 따라 기본과제, 정책과제, 수탁과제 등
으로 공개하고 있음
‒ 하지만 이용자들은 보고서의 성격이 아닌 연구의 주제별로 공유사이트에 접근
한다는 점에 착안하여 주제별 검색을 강화함
 주제는 NKIS에 소개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표준 분류체계에 정의에 따라서 분류하되

연구원의 조직과 직접적으로 주제를 연관시켜 주제별로 연구성과를 관리하도록 함
‒ 연구원의 연구조직은 경제산업연구실, 도시기반연구실, 농수산해양연구실, 사회
환경연구실, 문화관광연구실로 구성됨
‒ 남도학연구센터와 아시아연구센터는 독립조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주제별 연구
성과 관리의 대상 조직에서 제외하되 필요한 경우 기존의 연구조직과 협업하여 연구
성과를 관리함
‒ 경제산업연구실에서는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제통상 및 외교
안보,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과학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지역경제 및 산업육성과
지역고용 및 인력양성에 관한 연구와 교육 전반을 담당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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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기반연구실에서는 국토개발, 수송·교통 분야를 주요 과제로 삼아 도시 및 지역
개발계획 수립 및 정책현안에 대해 연구하고 SOC 등 교통 및 물류 계획수립에 대한
성과물을 내고 있음
‒ 농수산해양연구실에서는 농·산·어촌 융복합산업을 육성하고 지역 농수축산물 수출
산업 육성과 활성화와 관련된 내용을 연구하고 있음
‒ 사회환경연구실에서는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교육, 환경 분야, 기타 연구 등
복지안정망 구축과 함께 인권·사회통합·거버넌스 등 대안적 사회정책에 대해 연구
하고 있음. 더 나아가 기후변화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자연환경 보전 방안에 대한
연구도 함께 착수하고 있음
‒ 문화관광연구실에서는 문화관광 개발 및 진흥을 위한 정책연구를 담당하고 있음.
자연, 전통, 생활, 경관 등의 지역자원을 방송·통신·정보와 같은 융복합적 도구를
가지고 활용 연구를 하고 있음
‒ 향후 분야에 따라 연구 성과가 골고루 관리될 수 있도록 실시간 연구 범위를 조정
하여 연구 주제의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함

광주전남연구원 조직도

153

2019 Policy ISSUE REPORT
광주광역시

 이슈&정책에서는 연구 외의 각종 관련 정보들을 제공하도록 함

‒ (연구성과) 정책브리프, 이달의 이슈, 인포그래픽으로 구성함
‒ 정책브리프는 광주·전남의 현안 문제에 대해 단기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 정책에
대한 평가를 제시함
‒ 이달의 이슈는 기존의 수동적인 결과공개에 그치지 않고 이달의 이슈를 선정하여
토론이나 이용자들의 의견을 받음으로써 정책에 대한 능동적 참여를 유도함
‒ 각종 뉴스와 정보를 인포그래픽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표현하여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시각적으로 유용하게 전달함
 정보공개에서는 연구관련 정보뿐 아니라 연구에 사용되었던 데이터, 광주·전남 통계,

국가통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도록 함
‒ (정보공개) 정보공개제도 안내, 경영공시, 광주·전남 통계, 국가통계, 연계기관
보고서, 연구 데이터 공개 요청, 자료실
‒ 정보공개제도 안내에서는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정보를
수요자인 국민의 청구에 의해 공개하고 제공하는 제도의 취지를 설명함
‒ 경영공시는 연구원의 의무 및 자율 공시정보를 이용자들과 공유하여 조직의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함
‒ 광주·전남 통계는 광주·전남 지역에 관한 각종 통계자료를 광주광역시청이나 전남
도청 홈페이지에서 링크로 연결시켜서 광주·전남 지역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한곳
에서 찾을 수 있도록 함
‒ 국가통계는 광주·전남 데이터와 타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를 통해 비교가능성을
높이도록 통계청의 관련 자료를 링크를 통해서 제공함
‒ 자료실은 기타 자료에 대한 열람이 가능하도록 마련함
 더불어마당에서는 공유사이트 이용자들과 소통의 창구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고

정보제공자와 수요자 사이의 쌍방향 상호작용의 통로로 활용함
‒ (더불어마당) 정책참여, 연구제안, 고객만족, 정보공개청구,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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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참여를 통해 연구자료 이용자가 역으로 광주·전남의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적
제안을 하고 피드백이 가능하도록 하여 정책신문고의 역할을 수행함
‒ 연구제안에서는 연구성과 이용자들이 기존의 자료를 바탕으로 추가적으로 연구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연구자들에게 질의하고 필요한 연구주제를 제안하는 소통의 창구
역할을 수행함
‒ 고객만족란에서는 이용자들의 만족도와 이용 시 불편한 점들을 접수하여 공유
사이트의 개선사항으로 연결함
‒ 설문조사는 연구원에서 실시하는 각종 설문에 이용자들이 참여시킬 수 있도록
활용함
 연구원동향은 연구원의 소식을 다양한 방식으로 전하는 창으로 사용됨

‒ (연구원동향) 공지사항, 연구원행사, 미디어룸
‒ 공지사항은 연구원 내·외부의 이용자들에게 알려야 할 사항(입찰, 행사, 연구, 교육 등)을
온라인상에서 알 수 있도록 함
‒ 공지사항은 채용공고와 입찰공고로 구분해서 게시함
‒ 연구원행사는 연구원이 참여한 학회, 워크숍, 세미나 등 각종 행사에 대한 연구
외적인 자료를 다양한 포맷으로 제공함(사진, 동영상, 발표자료 등)
‒ 미디어룸은 연구원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보도자료를 취합하여 링크를 통해
이용자들에게 제공함
 이용안내는 공유사이트를 이용자들이 더 쉽게 이용하기 위해 숙지해야 할 사항에

대해 정리한 메뉴임
‒ (이용안내) 사이트맵, 개인정보처리방침, 이용약관, 이메일무단수집거부
‒ 사이트맵에서는 공유사이트의 주메뉴와 이와 관련된 하위메뉴들에 대해 소개함
‒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의무공개사항은 아니지만, 로그인을 통해 개인의 정보를
수집할 경우 공지해야 하는 법적의무사항임
‒ 이용약관은 법적 사항을 공지해서 공유사이트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명시하고 법적
분쟁에 대비하기 위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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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메일무단수집거부는 정기발간물 메일링 서비스 시행 시 이용자가 원치 않을
경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음을 공지하여 연구원이 원치 않는 메일을 보내지
못하도록 함
 (공유방식) 로그인을 통해 개인별 맞춤형 정보제공이 가능하도록 함

‒ 무료로 회원가입을 한 이용자들에게 연구성과를 무제한 제공함
‒ 로그인을 정보의 이용률을 높이고 이용자들의 정보이용을 트랙킹(Tracking)하여
향후 세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함
 공유사이트의 주요 메뉴는 다음과 같음(안)

공유사이트 주요 메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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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분야 및 연구성과물 종류(안)

‒ (연구 분야) 종합일반, 경제, 산업, 노동, 에너지·자원, 국토개발, 수송·교통, 방송·
통신·정보, 사회문제, 보건·사회복지,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일반 공공행정 및 공공
안전, 교육, 과학기술, 농림·해양·수산, 환경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연구를 수행함
‒ (연구 성과물 종류) 연구보고서, 정책/ 연구자료, 정기간행물, 세미나자료 등을
제공함

③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도구의 제공) 기본적인 통합검색 도구부터 주제별, 용도별로 세분화해서 검색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음
‒ 현재 공유페이지에서 검색어에 따라 검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연구보고서를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함
‒ 하지만 검색 범위가 게시판, 게시글에 국한되어 있어 광범위한 정보이용에 제한적임.
따라서 홈페이지 내 모든 글에서 검색이 가능하고 관련 홈페이지의 자료 및 정보
까지 검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 PRISM의 사례와 같이 완료된 과제의 전체 검색 기능을 제공해 현재 진행 중인 연구
과제 데이터와의 비교 분석을 가농하도록 해야 함
 (상세검색 제공) 홈페이지에서 연구보고서에 대한 검색 기능을 추가하고 상세검색

기능을 추가하여 상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함
‒ 주제별, 키워드별로 연구원이 생산한 연구 성과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향후 대외 학술교류 기관들의 연구 성과물까지 연관 자료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의 범위를 확대하여 연구 성과물의 조회에 편의성을 증대시키도록 함
‒ 연구 성과물에 대한 검색에만 그치지 않고 PRISM의 기관별 검색과 유사하게 광주·
전남통계, 국가통계, 전남의 기타 자료 및 정보까지 통합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원스탑(One-Stop)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상세검색의 시각화를 통한 검색 이용의 수월성과 검색 결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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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서울정보소통광장이 제공하고 있는 검색 조건설정을 보다 상세하게 구축하고
이를 노출해야 함
상세검색 사례

④ 부가가치 서비스
 (최신성) 최근 자료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어 최신성 확보

‒ 이달의 이슈 등을 활성화하여 자료뿐 아니라 의견수렴과정과 피드백도 지속적
으로 업데이트되어 이용자들이 항상 새로운 정책 이슈에 대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함
 (다양성) 단순 보고서 게시 수준에 머무르지 말고 연구 성과물의 수요자와 공급자,

정보의 공급자와 이용자 간에 쌍방향 소통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함
 (유용성) 인기자료 및 조회수에 따른 검색이 가능하도록 하여 어떤 연구 성과물이 최근

인기가 많은지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함
‒ 정보의 유용성뿐 아니라 의견의 유용성을 증대시켜서 이용자들도 자신의 의견에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반응하는지를 한눈에 알 수 있도록 함
 (시각화서비스) 인포그래픽을 통해서 이용자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하여 정보의 전달 측면에서도 이용자 중심의 사이트가 될 수 있도록 함

⑤ 활용촉진 서비스
 (회원 News letter 발송) 인기 자료 및 신착 연구 보고서 소개 등 소식들을 모아서 회원

들을 대상으로 News letter를 발송함으로써 이용자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유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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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니 포털(Mini portal) 수준의 정보제공) 공유사이트가 궁극적으로는 연구의 미니

포털 역할을 하여 모든 연구 정보의 관문 역할을 수행해야 함
‒ 연구 정보 외에도 전남, 국가에 대한 보도자료, 날씨, 재정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공유사이트가 변화해야 함
 (광주광역시·전라남도의 이용 활성화 유도) 공유사이트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과 전라남도청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함
‒ 연구원 링크를 걸어두는데 그치지 않고 제공 정책자료 및 정보와 유사한 연구 자료가
링크될 수 있도록 광주광역시청과 전라남도청 홈페이지 방문자들의 공유사이트
접근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피드백 활성화) 다양한 방법으로 이용자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장치를 마련함

‒ 연구 정보 이용에 대한 후기를 공유하여 연구의 효과의 반응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제안에서 관련 연구 주제를 역으로 제안하며 참여를 유도함
‒ 연구 성과물에서 제기된 정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자유롭게 이용자들의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정책참여를 활성화

⑥ 종합
 광주전남연구원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운영 개선방안을 종합하면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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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전남연구원 연구 성과물 데이터베이스 운영 개선방안
비교기준

세부내용

현재

개선

– 종합일반

●

●

– 경제

●

●

– 산업

●

●

– 노동

-

●

– 에너지·자원

●

●

– 국토개발

-

●

– 수송·교통

●

●

– 방송·통신·정보

●

●

– 사회문제

-

●

– 보건·사회복지

●

●

– 국제통상 및 외교안보

●

●

– 일반공공행정 및 공공안전

●

●

– 교육

-

●

– 과학기술

-

●

– 농림·해양·수산

●

●

– 환경

●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등

-

●

– 연구보고서

●

●

– 정책/연구자료

●

●

– 정기간행물

●

●

– 세미나자료

●

●

– 영상자료

-

●

– 논문

-

-

– 그 외 과학기술분야 성과물 등

-

-

– 별도 공유시스템 활용

-

●

– 직접 다운로드

●

●

– 외부 링크 연결

-

●

∙ 연구 분야 및 성과물 종류

– 연구 분야

– 연구 성과물 종류

∙ 연구 성과물 공유 방법
– 별도의 통합공유시스템 활용여부
– 성과물 공유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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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준

세부내용

현재

개선

– 전담부서 존재

●

●

– 전담인력 존재

-

●

– 검색도구의 제공

△

○

– 상세 검색 제공

×

○

– 검색 속도

×

○

– 추천 검색어 제공

×

○

– 최신성

○

○

– 다양성

△

○

– 유용성

○

○

– 시각화서비스

△

○

– 상호운용성

– FAQ, 문의, 이용지원 제공

×

○

– 확장성

– 행사 및 홍보

△

○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전담부서 존재 여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 유무
∙ 연구 성과물 관리·운영 시스템 개설/유지비용
– 개발유지에 필요한 예산

– 금액(이하 제시)

∙ 검색 및 열람 서비스(편리성, 항해성/접근성)

– 기록의 검색과
열람을 돕는 방법

– 항해성/
접근성
– 편리성

∙ 부가가치 서비스(정보품질)
– 기록의 가공 및
해석을 통해
콘텐츠를 전시 또는
재생산

– 정보품질

∙ 활용 촉진 서비스(상호운용성, 확장성)
– 이용자 유입 활성화
노력

주 : ● 해당, - 비해당 / ○ 우수, △ 보통, ×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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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운영 조직 설계
분석기준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을 위한 조직 설계를 위하여

기존 사례의 관리·운영조직 및 운용방식을 살펴보고자 함
‒ 온-나라정책연구 PRISM(행정안전부), 통일연구DB(통일부), 서울정보소통광장(서울시),
전북연구원(전북연구원), 국가정책연구포털 NKIS(경제·인문사회연구회),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6개 사례
‒ 단, 서울정보소통광장(서울시)과 전북연구원(전북연구원), NTIS(KISTI)는 운영조직
홈페이지에서 담당자의 세부 업무를 노출하고 있지 않고, 특히 서울정보소통광장과
전북연구원의 경우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여부 역시 파악할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분석에서 제외함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통해 분석함으로써 관리·운영조직 설계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첫째,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존재하는가?

‒ (전담부서 ○ + 전담인력 ○)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상존하는 경우
‒ (전담부서 × + 전담인력 ○) 전담부서는 없으나, 전담인력은 존재하는 경우
‒ (전담부서 × + 전담인력 ×)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모두 존재하지 않는 경우
 둘째,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이 존재한다면 업무분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존재한다면 담당 인력의 규모는 몇 명인가?
‒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이 존재한다면 어떤 업무를 분배하고 있는가?
 셋째, 운영조직과 연구성과물 제공기관 간 관계와 제공 방식은 어떠한가?

‒ 연구성과물을 제공하는 기관의 종류는 어떠한가?
‒ 연구성과물 제공기관 및 유관 기관 간 관계와 역할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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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분석
q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유무
 행정안전부의 온-나라 정책연구(PRISM)는 전담부서가 존재하지 않으나 전담인력은

존재함
‒ 전담인력의 경우 정부혁신조직실 내 정부혁신기획관 협업정책과의 서기관 1인이
해당함
 통일부의 통일연구DB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음

‒ 통일연구DB 및 통일부 홈페이지 내에 전담부서 및 인력에 대한 안내가 소개되어
있지 않으나, 통일정책협력관 내 정책기획과 1인이 ‘통일대비 정책과제 연구’ 담당
인력이 이의 업무를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서울시의 서울정보소통광장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음

‒ 이는 서울정보소통광장이 연구성과물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정보
공개청구 업무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이 중 일부 메뉴만을 활용하여 연구성과
물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임
‒ 즉 서울정보소통광장에 대한 전담부서는 존재하나(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연구성과물
관리·운영을 위한 전담부서가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움
‒ 또한 전담인력 역시 조직도 상 업무를 살펴본 바, 연구성과물만을 관리·운영하는
전담인력은 부재한 것으로 보임
 전북연구원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음

‒ 전북연구원은 별도 공유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해당 원의 홈페이지에 연구성과
물을 공유하고 있으며, 전북연구원 조직도 상에서 업무배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파악이 불가함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전담부서는 부재하나 전담인력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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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담인력의 경우 성과정보실 내 성과홍보부 전문위원 1인, 정보화부 부전문위원
1인으로 총 2인이 해당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모두 존재함
‒ 전담부서는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내 NTIS센터이며, 전담인력은 동 센터 내 총
35인이 해당함
 종합하면,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NTIS(KISTI), 전담부서는

부재하나 전담인력은 존재하는 경우는 PRISM(행안부) 및 NKIS(경인사),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모두 부재한 경우는 서울정보소통광장(서울시) 및 통일연구DB(통일부)
이었음
‒ 그 밖에 전북연구원은 파악할 수 없어 제외함
 전담부서 유무에 따라 담당인력 편차가 매우 큰 것이 특징임

‒ NTIS의 경우 별도의 센터가 존재하고 전담인력이 35인으로 대규모 인력이 투입
되었으나, NKIS는 전담인력만 2인, PRISM은 전담인력만 1인, 그 외 정보소통광장
및 통일연구DB에는 전담인력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음
‒ 이러한 차이는 연구성과물의 제공 범위 및 검색·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
촉진 서비스 등 전 분야에서 양적·질적 격차를 가져옴

전담부서 및 전담인력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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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분배 방식
 행정안전부의 온-나라 정책연구(PRISM)는 1인의 서기관에게 운영을 일임하고 있음

‒ 담당업무는 ‘지식관리시스템 운영’으로만 표기되어 있어 상세 내용은 파악이 불가
하며, 전반의 업무를 1인이 진행하고 있음
‒ 이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함. 행정안전부 내부 간행물 외의 모든 연구성과물을
다운로드가 아닌 외부링크 연결방식을 택하고 있어 업무를 비교적 단순화한 결과
이거나, 담당업무가 상당히 과중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검색도구의 제공△, 검색속도×, 추천검색어 제공△, 시각화서비스×,
FAQ·문의·이용지원 제공△, 행사 및 홍보×)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이 후자의 해석을 지지

하는 근거가 됨
 통일부의 통일연구DB는 전담인력이 없으며 세부업무내용이 파악되지 않음

‒ ‘통일대비 정책과제 연구’ 담당인력 1인이 운영업무를 포함하여 진행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서비스의 질(상세검색 제공×, 검색속도△, 추천검색어 제공△, 최신성△,
다양성△, 유용성×, 시각화서비스×, FAQ·문의·이용지원 제공×, 행사 및 홍보×) 저하의

원인으로 꼽을 수 있음
 서울시의 서울정보소통광장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모두 존재하지 않으며, 비전담

운영인력 역시 파악되지 않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다만 이러한 전담운영 부재가 서비스의 질(검색속도×, 추천검색어 제공△, 다양성△,
시각화서비스×)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전라북도 산하 전북연구원은 전담부서와 전담인력 존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 전담운영이 부재하다면 이는 서비스의 질(검색도구의 제공△, 상세검색 제공△, 검색
속도×, 추천검색어 제공×, 다양성×, 시각화서비스△, FAQ·문의·이용지원 제공×, 행사 및
홍보△) 저하의 원인이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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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성과홍보부 전문위원, 정보화부

부전문위원 총 2인에게 운영을 일임하고 있음
‒ 성과홍보부 1인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운영 및 홍보, 자료실 운영 업무를 담당
하고 있으며, 정보화부 1인은 국가정책연구포털(NKIS) 고도화 및 관리, 공공데이터
개방 및 관리, 범정부 데이터플랫폼 구축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운영업무(software)와 고도화업무(hardware)를 분리하여 각각 일임토록 함으로써
타 사례 대비 나은 서비스(FAQ·문의·이용지원 제공△을 제외한 모든 부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전담부서와

전담인력이 모두 존재함
‒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내 NTIS센터 35인의 각각 업무배분은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대규모 인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매우 세분화된 업무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타 사례 대비 월등한 서비스(모든 부문○)를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됨
 종합하면, 상대적으로 우수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NKIS 및 NTIS는 전문화된

업무배분을 통한 운영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업무분배 방식

PRISM
(행안부)

통일연구DB
(통일부)

서울정보소통광장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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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인력
규모

업무 세분화

미흡 서비스

전담 1인

세분화하지 않음

검색도구의 제공△, 검색속도×,
추천검색어 제공△, 시각화서비스×,
FAQ·문의·이용지원 제공△, 행사 및 홍보×

비전담 1인
추정

세분화하지 않음

검색도구의 제공△, 검색속도×,
추천검색어 제공△, 시각화서비스×,
FAQ·문의·이용지원 제공△, 행사 및 홍보×

파악 불가

알 수 없음

검색속도×, 추천검색어 제공△,
다양성△, 시각화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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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연구원
(전북연구원)

NKIS
(경인사)

NTIS
(KISTI)

투입인력
규모

업무 세분화

미흡 서비스

파악 불가

알 수 없음

검색도구의 제공△, 상세검색 제공△, 검색속도×,
추천검색어 제공×, 다양성×, 시각화서비스△,
FAQ·문의·이용지원 제공×, 행사 및 홍보△

전담 2인

운영업무 /
고도화업무로 세분화

FAQ·문의·이용지원 제공△

전담 35인

알 수 없으나 고도의
세분화 추정

없음

주 : ○ 우수, △ 보통, × 미흡

q 운영조직과 연구성과물 제공기관 간 관계
 행정안전부의 온-나라 정책연구(PRISM)는 제공기관과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혼재해 있음
‒ 행정안전부는 부·처·청 및 기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총 304개 기관에서 연구성과
물을 제공받고 있으며, 프리즘 운영 및 유지보수, 기관사용자의 계정관리, 기관별
활용 실태점검 및 사용자 교육을 담당하여 연구성과물 취합에 있어서 에이전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성과물 제공기관들은 기관별 사용자 등록, 기관 내 사용자 관리, 기관별 정책
연구 수행과정 및 연구결과물 관리, 프리즘을 통한 정책연구보고서 공개 등 역할을
수행하여 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유기적 연계를 가지고 있음
 통일부의 통일연구DB는 대체로 제공기관보다 운영기관이 상위기관임

‒ 통일부 및 통일연구원·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의 국책연구기관, 한국국방연구원
등의 국가출연 연구기관과 대학 산하 연구기관, 각종 출판사 등에서 발행한 북한
및 통일 관련 연구 자료를 제공받고 있음
‒ 유관기관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일방향의 단순 취합에 가까움
 서울시의 서울정보소통광장도 대체로 제공기관보다 운영기관이 상위기관임

‒ 서울시, SH도시연구원, 서울디자인재단, 서울디지털재단, 서울물연구원, 서울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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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구원, 서울복지재단, 서울시의회,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연구원, 서울학
연구소, 한성백제박물관에서 성과물을 제공받음
‒ 유관기관이 상호작용하는 관계라기보다는 일방향의 단순 취합에 가까움
 전북연구원은 운영기관과 제공기관이 동일함

‒ 전북연구원이 직접 수행하는 연구용역 및 전라북도의 요청에 의해 진행되는 사업,
정부정책 관련 TF팀 연구사업, 기타 외부 기관과의 수탁(협약)사업 등 전북연구원의
내부 연구성과물을 게시하는 형태임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국가정책연구포털(NKIS)은 운영기관이 상위기관에 해당함

‒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및 소관 26개 국책연구기관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국토
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산업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과정평가원, 한국교통
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보건사회
연구원,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
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행정연구원,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 육아정책연구소, KDI국제정책
대학원이 포함됨
‒ 운영기관의 설립목표가 소관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공기관과 상대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혼재함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이 총괄주관기관
으로서 역할하고 있음
‒ 그 외에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NTIS 사업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연구제도협의회, 전문가협의회, 실무자협의회, 협동연구기관(KISTEP)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조직과 협업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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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조직과 연구성과물 제공기관 간 관계
공유
시스템

운영조직

연구성과물 제공기관

PRISM

행안부

부·처·청 및 기타기관(61),
지방자치단체(243)

통일연구DB

통일부

통일부 소관 기관 및
대학 산하연구기관,
각종 출판사 등

서울정보
소통광장

서울시

서울시 소관 기관 등

전북연구원

전북연구원

자체 성과물

NKIS

경제·인문
사회연구회

경인사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26)

관계
∙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혼재
– 연구성과물 취합에 있어서 에이전시와 같은
역할을 수행
∙ 운영기관이 대체로 상위기관임
– 소관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연구성과물을 취합
및 제공
∙ 운영기관이 대체로 상위기관임
– 소관 기관 및 기타 기관의 연구성과물을 취합
및 제공
∙ 운영기관과 제공기관이 동일
∙ 운영기관이 상위기관에 해당
– 운영기관의 설립목표가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지원·육성하는
것이므로 제공기관과 밀접한 관계
∙ 수평적 관계와 수직적 관계가 혼재
– 과기부의 주도 하에 KISTI가
총괄주관기관으로서 역할함

NTIS

KISTI

부·처·청(17) 및
연구관리 전담기관(9) 등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 NTIS
사업추진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협의회, 전문가협의회,
실무자협의회, 협동연구기관(KISTEP) 등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네트워크조직과 협업

소결
 이상에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광주전남연구원 연구성과물 제공 서비스 고도화와

데이터베이스 관리·운영 효율화를 위해서는 광주전남연구원에 데이터베이스 관리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이 필요함
‒ 전담조직 또는 전담인력의 유무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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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연구성과물 관리 인력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향후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면 필요한 인력은 최소 3명(팀장이 팀원 1명의
역할까지 수행할 경우 2명)이 필요함

‒ 팀장의 경우 팀 업무를 총괄하고 정보화기획 업무를 담당함
‒ 팀원1은 과제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 전산장비 관리, 통합
유지보수 등 공유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관련 하드웨어 관리를 주로 담당함
‒ 팀원2는 메일링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및 간행물 관리, 타기관의 연구성과물 및
데이터를 상시 수집 및 제공하는 업무 등 소프트웨어와 컨텐츠 관련 업무를 담당함

운영조직 조직도(안)
직위

담당업무

팀장

팀 업무 총괄, 정보화기획

팀원1

과제관리시스템, 경영정보시스템, 서버 및 네트워크(유선, 무선),
전산장비 관리, 통합유지보수

팀원2

인포그래픽스, 메일링 서비스, 홈페이지 운영 및 간행물 관리,
타기관 연구성과물 및 데이터 상시 수집 및 제공

 광주전남연구원이 광주광역시청과 전라남도청에서 생산하는 성과물을 원활하게 공유

하기 위해서는 광주시청과 전남도청 각각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있어야 함
‒ 광주광역시청에는 광주전남연구원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인력이 최소 1명이 있으나
전라남도청에는 광주전남연구원 관리 업무 담당 인력이 없으므로 전라남도와의
원활한 협조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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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요 예산 도출
 광주전남연구원의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의 예산은 크게 새로운 시스템 및 데이터

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예산과 구축된 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예산으로 분류
할 수 있음
‒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전문업체에 공모를 통해서 발주하기 위한 예산이
이에 해당됨
‒ 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에는 유지·관리 인력 및 장비 유지·보수 비용 등이
포함됨

시스템 구축 관련 예산
q 시스템 개선 방향
 시스템 구축의 배경에는 급변하는 시스템 환경에 대응하기 위함임

‒ 최근 홈페이지는 유·무선을 결합한 통합 홈페이지로 운영되고 있는 추세이고 동시에
시현 가능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고 있음
‒ xHTML 1.1 및 HTML5, CSS3.0, DOM과 ECMAScript 기반 웹표준 기반으로
구현이 가능해야 하고 시스템 간 연계 및 이식성이 원활해야 함
‒ ActiveX 종료로 인한 보안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Non-ActiveX 및 CrossBrowsing을 지원해야 함
‒ 구체적으로 IE10.0 이상, Safari, Firefox, Chrome 등 다양한 웹브라우저에서도
구동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스마트폰에서도 연구성과물이 원활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모바일 확장성(Appke
IOS 및 Android OS 모바일 등)과 호환성을 확보해야 함

 사용자가 직관적으로 사용하기 쉬운 UI/UX를 개발해야 함

‒ UI(User Interface)는 휴대폰, 컴퓨터 등 디지털 기기를 작동시키는 명령어나 기법을
포함한 사용자 환경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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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X(User Experience)는 사용자가 어떤 시스템, 제품, 서비스를 직·간접적으로 이용
하면서 느끼고 생각하는 총체적 경험을 의미함
‒ 시스템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더욱 편리하고 보기 좋은 시스템을
구현하여 더욱 새로운 경험을 생기도록 하고 이를 시각화하는 작업을 의미함
‒ 이를 통해 기존 정보의 나열에서 탈피해서 사용자의 정보에 대한 욕구 등 다양한
니즈(Needs)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함
 UI/UX와 함께 검색기능을 강화하여 사용자 편의를 증진하도록 함

‒ 결과 내 재검색 필터를 적용하여 검색기능을 개선함
‒ 다양한 조건을 설정하여 검색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들이 더 정확하게 원하는
결과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함
‒ 연구성과물 데이터베이스 외의 정보에 대한 검색이 동시에 가능하도록 검색성능을
향상시켜 사용자 편익을 증진함

q 시스템 구축 시 검토 사항
 기능 측면에서는 웹표준, Cross browsing,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 재구축, Mobile

서비스와 연계, 메일링 서비스 개선 등을 고려함
‒ xHTML 1.1 및 HTML5, CSS3.0, DOM과 ECMAScript 기반 웹표준으로 시스템
연계가 더욱 용이하도록 함
‒ Non-ActiveX 및 Cross-Browsing을 지원하여 IE10.0 이상, Safari, Firefox,
Chrome 등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함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를 재구축하면서 UI/UX를 고려한 레이아웃(Layout), 디자인
개선, 홈페이지에서 게시할 컨텐츠 구성 등을 결정함
‒ 한글 및 영문 홈페이지의 컨텐츠를 모바일 웹(Web)으로 구현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함
‒ 메일링 서비스의 디자인 및 추가 기능을 검토하고 메일용량 증대를 위한 서버
확보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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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은 일반적인 시스템 관련 요소와 오류응답시간 개선해야 함

‒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 지원하고 사용자 지원 방안을 지원 방안을 제시함
‒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오류에 대해서 정보 입력 후 3초
이내에 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함
 인터페이스 관련하여 이용자의 니즈(Needs)가 반영될 수 있도록 디자인과 컨텐츠를

개선함
‒ 이용자가 화면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과 메뉴를 구성함
‒ 시스템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연계 어플리케이션의
기능수행의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함
‒ 이용자가 온라인 도움말을 이용하여 기능을 이용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함
 데이터 관련 사항은 데이터베이스 최적화, 기존 데이터 관리, 테스트 환경 조성 등이

검토되어야 함
‒ 데이터 표준화, 데이터 관리, 표준용어를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향후 업무 변동 및 시스템 확장, 프로그램 보완 등이 용이하도록 확장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함
‒ 자료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차에 걸친 단계별 처리방안 및 일정계획을
수립함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실제 데이터베이스에 구축하기 전에 테스트
환경에서 시험하고 결함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도록 함
 보안 관련 사항은 광주전남연구원이 요구하는 보안 수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사업

수행 중 보안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함
‒ IP 주소, 정보시스템(응용 S/W) 및 전산장비(H/W)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를
설계함
‒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등급을 부여하고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을 도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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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항은 각종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관련한 규정들을 준수하도록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자치부, 2014)
‒ 홈페이지 보안 취약점 대응 가이드(행정자치부, 2008)
‒ 홈페이지 소프트웨어(웹)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자치부, 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가이드(행정자치부, 2012)
‒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자치부, 2012)
‒ 전자정부 웹 표준 준수 지침(행정자치부, 2008)
‒ 한국형 웹 접근성 지침 2.0(방송통신위원회, 2010)
‒ 기타 표준의 변경과 신설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영할 수 있도록 함

시스템 구축 시 고려 사항(예시)
구분

설명

기능

시스템(사업)이 반드시 수행해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수행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

성능

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 용량, 가용성 등 성능 향상

인터페이스
데이터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

테스트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계획된 목표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보안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

품질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사업
목표에 대한 사항

제약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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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프로젝트 관리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

프로젝트 지원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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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예산 도출
 시스템 구축 시 위의 검토 사항을 바탕으로 전문업체를 섭외할 경우 계약 조건 및

협상에 따라 계약 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홈페이지 디자인과 관련된 예산은 전문업체와 협의 후에 결정됨
‒ UI/UX의 반영 또한 어떻게 광주전남연구원이 추구하는 방향성을 기술적으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설계하는지에 따라 비용이 달라질 수 있음
‒ 각종 데이터베이스가 인터넷과 모바일 환경에서도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
템을 구축하는데 전문업체와 협상에 따라 필요한 예산의 범위가 달라짐
 시스템 구축과 관련된 유사기관 계약 사례를 검토한 결과 예상되는 예산 규모는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 수준임
‒ 광주전남연구원이 위의 검토사항 중에서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시스템 유지 관련 예산
 현재 광주전남연구원에서는 전담인력 2명과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있음

‒ 연구성과물 관리 인력은 팀장 1명과 팀원 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홈페이지 유지관리 예산은 2019년 기준으로 150만 원임(전담인력 인건비는 제외한
수치임)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 관리 인력을 3명으로 유지할 경우 해당 인원에

대한 인건비와 데이터베이스 유지·관리 비용이 투입되어야 함
‒ 팀장 1명과 2명의 팀원에 대한 연봉 및 각종 제반 비용까지 고려하면 연간 1억 4천만
원의 예산이 필요함
‒ 시스템 및 서버 관리·유지 비용으로 연간 5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임
‒ 시스템 업그레이드 관련 예산으로 연간 300만 원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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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전남연구원은 직접적인 비용 외에 간접비용까지 고려하여 연구성과물 데이터

베이스 관련 예산을 책정해야 함
‒ 타기관의 경우 매년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하는 작업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및 연구성과물 관리 시스템을 업그
레이드 시키고 있음
‒ 각종 이용자들의 피드백 관련 비용을 매년 500만 원을 책정해서 이용자들에게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하고 이용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예산을 책정할 것을 제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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