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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국가R&D 효율성 제고를 하여 연구 리 강화를 한 노력들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

다.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는 R&D 효율성 강화를 한 국가R&D정보 지식 포털로 자리

매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NTIS와 일본 문부과학성이 운 하는 부처공동연구개발 리시스

템(e-Rad)을 연구 리 측면에서 비교 분석하고, 특히 연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에서의 연구 리 

효율화를 해 범부처 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요소들을 도출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NTIS 

개선방향에 한 시사 을 분석한다.  

1. 서론

   국가R&D에 한 산 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R&D 투

자 효율성이 매우 요하게 인식되고 있다. 이로 말미암아 

연구자의 연구 효율성 증 와 효율  연구 리 강화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1]. 이러한 에서 볼 때 국가

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2]는 R&D 효율성 강화를 

한 고도의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

리에 있어서는 연구자의 업무 부담을 가 시키는 요소들

이 여 히 존재한다. 를 들면 연구자는 소속기  정보 

 연구자 본인의 정보 등을 과제신청을 할 때마다 복

으로 입력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에서의 

연구 리 효율화를 한 NTIS 서비스 개선방향들을 분석

한다. 이를 해 국내외 R&D정보서비스를 연구 리 측면

에서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연구 리 효율화를 해 

범부처 으로 공동활용이 가능한 서비스 요소들을 도출한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NTIS 개선방향에 한 시사 을 

분석한다.   

2. 련연구

2.1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그림 1>에서 나

타낸 바와 같이 국가R&D를 수행하고 있는 각 부처·청과 

연계(340개 표 항목)하여 정보(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정보)를 수집·가공한 후 공동 활용하는 R&D지식포털

이다[1,2]. 

<그림 1> NTIS 개념도

   <표 1>은 연구 리 단계별로 NTIS가 지원하는 서비

스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1> 연구 리 단계별 NTIS 서비스 황

단계 서비스 내용

공고
-각 부처사업 통합 안내

  ‧각 사업의 공모기한, 서식 등의 정보 제공

신청 수

-유사과제 검색 지원

-제재정보 검색 지원

-과학기술인등록번호(연구자번호) 발

-연구자정보 제공

평가
-평가 원 후보추천  자동교섭기능 제공

-연구자 이력  성과확인

약 - 약 과제정보 등록(입력, 제공)

성과보고

-성과정보 연계‧수집‧ 리

-범부처 성과검증

-연구보고서 등의 8  성과물 연계‧ 리 

-연구개발성과 조사‧분석  성과통계

- 976 -

제39회 한국정보처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제20권 1호 (2013. 5)



2.2 부처공통연구개발 리시스템(e-Rad) 

   일본 문부과학성이 운 하는 부처공통연구개발 리시

스템(e-Rad)은 ‘경쟁  자 제도’(공  연구비 보조 )를 

심으로, 연구개발 리에 한 일련의 로세스(응모

수→심사→채택→채택과제 리→성과보고 등)를 온라인화

하는 범부처 횡 인 시스템이다[3,4,5]. e-Rad의 리 상 

사업(연구비)은 다음 두 가지로 구분된다. 하나는 경쟁  

자 으로 8개 부처가 공  연구보조 으로 활용한다. 다른 

하나는 로젝트 연구자 으로 일본정부가 지정하는  

연구 역에 한 로젝트 연구에 정책 으로 지 되는 

연구보조 이다. e-Rad는 <그림 2>에서 나타낸 바와 같

이 연구자 소속기 의 정보시스템, Read Researchmap, 

KAKEN, J-GLOBAL 등의 시스템과 연계되어 있다[3]. 

<그림 2> 정보등록  연계체제[3,4]

   <표 2>는 연구 리 주요 단계별로 e-Rad가 지원 가

능한 서비스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 것이다.  

<표 2> 연구 리 단계별 e-Rad 서비스 황

단계 서비스 내용

공고
-연구비 보조 사업 안내

  ‧각 사업의 공모기한, 서식 등의 정보 제공

신청 수

-연구기  등록

  ‧연구자 소속기 의 등록, 증명서 발행

-연구자 등록

  ‧연구자의 등록, 삭제, 연구자번호의 발행

- 자 응모

  ‧응모정보 수, 소속연구기  승인, 연구비 배

분기 에의 송부‧ 수 여부 확인

평가

-심사자 등록

  ‧응모내용을 심사하는 평가자의 등록, 심사자번

호의 발행

-심사 업무

  ‧평가자 배정, 서면심사 결과의 등록, 복채택 

여부의 체크

약
-채택  연구비 교부

  ‧채택결과의 등록(연구비 액 포함)

성과보고

-연구성과의 보고  평가업무

  ‧연구성과보고서에 한 정보등록, 성과평가 업

무에 한 지원

3. 연구 리 효율화를 한 서비스 개선이슈 

   NTIS와 e-Rad는 정보  서비스 구축에 있어서 다음

과 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리‧운 되고 있다. 즉, 한

국의 NTIS는 국가R&D정보를 범부처 차원에서 연계‧공

동활용하는 분산‧통합 방식의 서비스 체계인 반면에, 일본

의 e-Rad는 범부처 차원이기는 하지만 특정 연구비 사업

에 한해 제한 으로 용되는 통합  서비스 체계이다.  

▪ NTIS: 각 부처(기 ) 과제 리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1

차 으로 등록‧ 리하고, 그것을 NTIS와 연계하여 범

부처 공동활용이 가능한 정보와 서비스를 공유  

▪ e-Rad: 일본 문부과학성이 운 하는 시스템을 통해 부처

공동기획과제에 한 통합  연구 리  정보서비스 

제공 

   그리고 과제공고에서부터 성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연구

리 주기에 해 NTIS와 e-Rad의 서비스 지원 내용

을 비교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연구 리 단계별 NTIS와 e-Rad 비교

단계 NTIS e-Rad

공고 -범부처 사업 통합안내 -부처공동사업 안내

신청

수

-연구자번호 리

-연구자정보 제공

-범부처 유사과제 검색

-범부처 제재정보 검색

-연구자번호 리

-연구자정보 제공

-연구기 정보 리

-통합 과제응모‧ 수

평가

-평가 원정보 연계‧ 리

-평가 원 후보추천 지원

-평가 원 자동교섭 지원

-평가 원정보 등록‧ 리

-평가 원 선정

-평가결과 등록‧ 리

약

-부처별로 연구과제 약

-부처별 약정보 연계‧ 리

-부처별로 연구비 교부

-연구비정보 제공

-연구과제 약

- 약정보 등록‧ 리

-연구비 교부 일원화

-연구비정보 제공

성과

보고

-성과정보 연계‧수집‧ 리

-범부처 성과검증

-8  성과물 연계‧ 리

-연구개발성과 조사‧분석

-연구개발성과 통계

-성과정보 등록‧ 리

-성과평가

   NTIS와 e-Rad간 비교를 통하여 국가R&D 효율성을 

높이는데 있어서 요하게 인식되는 연구 리 지원 서비

스 요소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범부처 사업에 한 통합 안내 

▪ 범부처 공동 력과제에 한 산편성  배분 지원

▪ 과제신청‧ 수에 한 통합 리 지원 

▪ 범부처 약과제정보(연구비포함) 리  공동활용

▪ 연구자  평가 원 정보 통합 리 지원

▪ 연구자 성과보고‧ 리  성과검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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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NTIS와 e-Rad간 비교를 통하여 향후 

NTIS 개선방향 도출을 한 시사 을 정리하면 <표 4>

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즉, NTIS와 달리 e-Rad에서는 

부처공동과제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통합 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시스템 구축  표 화 측면에

서 볼 때 <표  4>에서 정리된 것과 같은 NTIS 서비스 

개선에 한 시사 들을 얻을 수 있다. 

<표 4> NTIS 개선방향 도출을 한 시사

역 시사

리‧운  

방식
-부처공동과제의 경우 기획단계에서부터 통합 리

시스템

구축

-연구자정보 통합 리 

  ‧NTIS의 경우, NTIS등록 or 부처에 등록 후 

NTIS연계

-연구기 정보 리

-과제응모‧ 수 통합 리 지원

-평가결과 등록‧ 리

-연구비 교부 방식 (통합 or 분산)

표 화
-제출서식 표 화  간소화

-입력항목 표 화

4. 결론  향후연구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 편의성을 제고하는 에서의 

연구 리 효율화를 한 NTIS 서비스 개선방향들을 분석

하 다. 이를 하여 한국의 NTIS  일본 문부과학성이 

운 하는 e-Rad를 연구 리 에서 살펴보고, 이를 통

해 연구 리 효율화를 해 범부처 으로 공동활용이 가

능한 서비스 요소들을 도출하 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NTIS 개선방향에 한 시사 을 분석하 다. 

   향후에는 본 연구에서 분석된 NTIS 개선방향에 한 

시사 들을 바탕으로 제도개선, 표 화, 시스템구축‧운  

측면에서 세부 인 사항들을 검토하고 추진과제들을 연구

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무엇보다도 연구자 편의성 측

면에서의 연구 리 강화를 한 개선방안 연구가 필요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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