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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의 주기를 확립하고 이를 한 연구지원서비스 방안을 제안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연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측면에서 국가  연구지원시스템인 IRIS와 NTIS를 연계하여 서비스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IRIS와 NTIS의 황을 분석하고 각 시스템의 역할에 따른 연계방안을 

제안하 으며, 국내외 선행연구와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 연구개발의 주기를 확립하 다. 연구개발의 황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개발 주기의 각 단계에서 제공할 수 있는 연구지원서비스를 제안하 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ablish a national R&D lifecycle and to propose a research 

support service plan. In particular, in terms of providing research support services, a plan to provide 

services in connection with IRIS and NTIS, which are national research support systems, was proposed. 

To this end, the current status of IRIS and NTIS was analyzed, a linkage plan according to the 

role of each system was proposed, and an R&D lifecycle was established by analyzing previous studies 

and cases at home and abroad. Through current status analysis and case analysis, research support 

services that can be provided at each stage on the entire R&D lifecycle were pro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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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목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메타버스 등 4차 산업

명이 이끄는 정보기술의 신  발 은 과학기

술분야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 환경을 더욱 신속하고 융합 으로 만들

고 있다. 한 오  사이언스 운동과 함께 연구

의 과정과 확산을 요시하는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는 데이터 기반의 연구 환경을 요구한다. 

이로 인해 데이터를 수집, 분석, 활용, 개방하는 

데이터 거버 스가 요해졌다. 따라서 연구자

들 사이에서는 연구 과정에서 생겨나는 방 한 

양의 데이터를 연계 는 통합할 수 있는 시스

템에 한 요구와 연구개발  과정에서 도움

을  수 있는 서비스에 한 요구가 활발해졌

다(이석형, 2020). 

국가 인 차원에서 연구개발 지원책으로 ｢국

가연구개발 신법｣이 제정되었다. 2021년 1월

부터 시행된 ｢국가연구개발 신법｣은 부처별

로 다르게 운 되는 국가연구개발 련 규정을 

통합하고 체계화하여 복잡해진 연구개발 환경

하에서 연구자가 행정부담 없이 연구에만 념

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를 마련하 다. 특

히 법률상에서 연구자에 한 ‘연구지원’을 규

정하여 연구자에게 실질 으로 도움을  수 

있는 연구지원에 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는 

근거를 확립하게 되었다는 이다.

일반 으로 연구자를 한 연구지원서비스

는 연구의 시작과 끝 모든 과정에서 각 단계마

다 필요한 서비스를 모색하여 수행되는 것이 

효과 이다(오선혜, 곽승진, 2021). 해외에서는 

‘연구 주기(research lifecycle)’이라는 용어

로 연구의  과정을 설명하 으며, 국내에서

는 ‘연구 수명주기’, ‘연구 생애주기’, ‘연구 주

기’ 등으로 풀이된다. 

‘연구’에 ‘개발’을 더해 연구 결과의 응용과 

활용의 가치를 높이는 과정인 R&D는 국가  

산이 투입되는 만큼 이에 한 효과  지원

이 실하다. 앞서 언 하 듯이 국가 R&D의 

효율  지원을 해 련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뒷받침하기 한 국가차원에서 정보시스

템이 개발되었다. 

R&D 연구자를 한 연구지원시스템은 크

게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 이하 IRIS)과 국가과학

기술지식정보서비스(National Science & Tech- 

nology Information Service: 이하 NTIS)로 

나 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시스템은 개발

과 운  주체가 다르고, 목 과 서비스 내용에

서 차이를 보인다. IRIS는 주로 연구자의 행정

 측면을 지원하여 R&D 과정의 표 화를 실

하고, NTIS는 과학기술 정보를 폭넓게 제공

하여 R&D의 생산성 향상을 지원한다. 따라서 

R&D 표 화와 생산성 향상을 꾀하기 해서

는 이 두 시스템을 연계하여 R&D 주기를 지

원하는 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국내를 심으로 살펴본 R&D 주기와 연

구지원서비스에 한 연구로는 생명  나노과

학 기술 연구자와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R&D 

주기의 특성을 밝힌 연구(권나 , 이정연, 정

은경, 2012)와 R&D 주기 지원 통합시스템 

구축에 한 연구(이석형, 2020)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R&D 주기에 따른 연구지원서비스

에 한 구체 인 항목을 제시한 연구는 드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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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주기 지원을 

한 연구지원서비스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

으로 한다. 특히 연구개발 과정 련 선행연구

와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의 주기를 다시 

확립하고, 국가 인 차원에서 개발된 연구지원

시스템인 IRIS와 NTIS의 연계를 심으로 연

구개발 주기의 각 단계에서 지원해야 하는 

서비스를 제안하고자 한다. 본 연구 결과는 연

구개발 분야 연구자들에게 직 으로 도움을 

 수 있는 정보서비스 개발과 국가  연구지

원시스템 고도화에 참고할 수 있는 도구로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법  차

본 연구 연구자의 연구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한 연구지원서비스를 주기  에서 제

시하는 것이 목 이다. 특히 기 구축된 정보시

스템의 활용과 개발된 정보서비스를 효율 으

로 용하기 해 국가 차원의 연구지원시스템

인 NTIS와 IRIS를 연계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한 연구방법 

 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NTIS와 IRIS의 연계를 해 두 정보

시스템의 황을 악하고 특성, 차이  등을 

분석하여 연계방안을 제시하 다. 

둘째, 연구개발 주기 련 선행연구와 국

내외 사례와 모델을 분석하여 연구개발 주기

를 확립하 다.

셋째, 확립된 연구개발 주기를 기반으로 

NTIS와 IRIS를 연계한 연구지원서비스 방안

을 제시하 다.

2. 선행연구 분석 
 

국가 R&D 주기와 이를 지원하는 연구지

원서비스에 한 선행연구는 국내를 심으로 

찾아볼 수 있다. R&D 주기를 제안하거나 연

구기 을 심으로 연구지원 시스템을 개발하

기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선행연구

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권나 , 이정연, 정은경(2012)은 오  사이

언스 환경에서 과학기술분야의 R&D 주기

를 도출하고 그 과정에서 특징 으로 나타나는 

과학자들의 연구와 정보행동을 조사하 다. 연

구방법으로 생명  나노과학기술 연구자를 

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 으며, 인터뷰 결과를 

토 로 국내 과학자들의 연구와 정보활동에 

한 근본  이해를 꾀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총 5단계의 R&D 주기 모형을 수립하 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를 한 연구지원시스템 

개발을 후속 연구로 제시하 다. 

최희석 외(2015)는 연구자의 R&D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연구지원 도구 개발을 해 개

인화 서비스 모델을 설계하 다. 이를 해 정

보와 데이터의 공개․개방, 개인정보보호 강화,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 화, 콘텐츠의 최

형화, 웹 랫폼 기술 진화 등의 정보환경 변화

를 개인화 에서 분석하고, 개인화 서비스 

개발의 방향성을 정의하 다. 연구 결과 연구

지원 도구의 개인화 서비스 모델을 기능, 콘텐

츠, 운연 뷰로 구분하여 설계하고, 이를 구 하

기 한 개인화 설계 목표와 원칙들을 표 , 참

여, 개방으로 정의하 다. 

김순 외(2017)는 과학기술 분야의 공공성과

물에 한 근, 공개, 력, 공유를 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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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원 서비스 사례와 랫폼을 조사하 다. 

연구 목 은 국내 학  정보서비스 기 에 

오  사이언스 시 를 비한 기 자료를 제공

하는 것으로 분석 결과 국외의 극 인 오  

사이언스 응 황에 비해 국내에서는 심층  

비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국내 

정보서비스 기 에서도 해외 우수 사례들을 충

분히 고찰하여 이를 효과 으로 실행할 수 있

는 연구지원서비스 정책과 가이드라인 마련을 

제안하 다. 

김도균 외(2019)는 과학기술 학술정보서비

스의 연계  융합에 한 연구를 수행하 다. 

연구 목 은 과학기술 학술정보 통합서비스에 

한 최근 연구개발 동향과 과학기술 지식인

라들을 분석하여 이용 목 에 따라 묶음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추천 패키지 서비스를 제안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 사이언스 온(Science On)이

라는 과학기술 인 라 내에 과학기술 학술정보

에 한 연계  융합서비스를 도입하여 이용

자들의 근성과 활용성을 제고하고 향후 연구

자들을 것으로 상되는 통합시스템을 개발하

다. 

이석형(2020)은 R&D 활동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과학기술 지식 인 라를 통합 으로 서

비스하기 한 서비스 구축 방법을 정의하고 

실제 구축 사례를 제시하 다. 특히 R&D 주

기를 확립하고, 주기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

식인 라들을 서비스, 기능, 정보, 데이터 측면

에서 세분화하여 연계하고 융합할 수 있는 통

합시스템을 구축하 다. 한 구축된 통합서비

스에 한 표 운 체계  품질 리체계 수립

을 향후 연구로 제안하 다.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국가 R&D

와 련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확립된 

R&D 주기 상에서 연구자를 직 으로 지원

할 수 있는 연구지원서비스를 구체 으로 제시

한 선행연구는 아직까지 악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 국내외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 주기 사례를 참고하여 R&D 주

기를 확립하고, R&D 주기의 각 단계에서 지

원해야 할 연구지원서비스를 연구지원시스템과 

연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3. 국가 과학기술분야 연구지원시스템 
황

3.1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인 IRIS는 Integrated 

R&D Information System의 약자로 부처별로 

분산되어 있던 연구지원시스템을 한국과학기

술기획평가원(KISTEP) 주  하에 통합한 것

이다. 부처별로 상이한 연구 리 규정  지침

을 표 화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정보

를 수집․처리․분석  장하고, 연구 행정

업무를 지원하며, 과제지원시스템, 연구자정보

시스템, 연구비 리시스템 등 연구지원시스템

을 통합하고 정비하여 연구자 에서 최 화

된 시스템 구 을 목표로 한다. 

IRIS에 통합될 3  시스템은 과제지원시스

템, 연구자정보시스템, 연구비 리시스템이다. 

먼  과제지원시스템은 국가연구개발 사업  

과제지원업무 리와 이력정보를 수집․처리 

 장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연구 과제의 기

획, 공고/ 수, 선정 평가, 약 체결, 평가,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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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리, 사후 리에 이르는 R&D 주기의 원

스톱 서비스  서식 규정을 표 화하도록 통

합되었다. 

다음으로 연구자정보시스템은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연구자 정보  업 , 평가

원 정보, 수행기  정보  업 을 등록․ 리

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연구자와 평가 원의 정

보 통합은 물론 각종 증빙자료를 외부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되었다. 

마지막으로 연구비 리시스템은 학, 출연

연구소, 기업 등 연구기 으로 지 하는 국가연

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의 지 , 집행, 정산 등의 

정보를 수집․처리  리하는 정보시스템이

다. 산재되어 있던 연구비 련 시스템을 과학기

술정보통신부 통합Ezbaro 는 산업통상자원부 

통합RCMS의 둘로 통합하여 리한다.

IRIS는 다음과 같은 의의를 갖는다. 첫째, 하

나의 아이디로 통합 로그인하여 연구자의 과제 

진행 차를 통일하고 간소화하 다. 기획, 공

고/ 수, 선정 평가, 약 체결, 평가, 성과 리

에서 사후 리에 이르는 연구의 주기를 SSO

로 처리하여 연구자 편의성을 도모한다. 한 

부처별, 과정별로 산재된 시스템에 따라 다양

하게 요구되던 규정, 서식, 차를 표 화함으

로 손쉬운 연구 행정을 지원한다.

둘째, 연구자 정보  성과의 복 입력․제

출 제거 등 연구자의 불편을 인다. 연구자 정

보, 서류, 성과에 한 복 제출  입력을 최

소화하여 연구 이력 리가 용이하게 된다. 

셋째, R&D 수행 정보 실시간 제공으로 정

보 근성  편의성을 개선하 다. 진행되는 

연구의 과제별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하여 연구 

단계별로 공동연구자, 실무담당자의 실시간 소

통  공유가 가능하다. 

넷째, 연구자 맞춤형 개인화 서비스로 연구 

 업무 처리 효율성을 기할 수 있다. 를 들어

서 연구기반이 취약한 연구자와 소기업 이용

자를 한 자연구노트를 지원한다. 한 빅

데이터  분석서비스 기능 보완을 한 외부 

학술정보 DB와의 연계가 가능하다. 

3.2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즉,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주 으로, 

연구의 사업, 과제, 인력,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

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이다. 그 운  근거

는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동법 시행령 

제40조, ｢국가연구개발 신법｣ 시행령 제43조 

등에 있다.

NTIS는 부처별(기 별)로 개별 리되고 있

는 국가 R&D 사업 련 정보와 과학기술 정보

를 공유하고 공동 활용하여 국가 R&D 투자 효

율성을 높이고 연구 생산성 향상에 기여한다. 

국가 R&D와 련하여 각 앙행정기  는 

연구 리 문기 , 출연연구원 등 연구집단, 연

구개발성과 담기 , 오 사이언스, 해외 련 

기 의 국가 R&D 정보, 과학기술정보, 연구데

이터를 연구자, 정책 기획 과제담당자, 국민

에 제공한다. 이용자 심 지능형 서비스, 이용

자 소통 강화, 기업 역량 제고, 지능형 랫폼, 

국가 R&D 주기 지원 강화, 분석 서비스 강

화, 데이터 품질 강화를 목표로 서비스 수  제

고를 해 노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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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NTIS와 IRIS 특징 비교  연계방안

NTIS와 IRIS는 공통 으로 연구개발 주

기에 걸친 연구자 지원 서비스를 수행한다. 그

러나 IRIS 과제지원시스템은 NTIS에 비해 상

으로 연구과제의 행정 리 지원 기능에 방

이 있으며, NTIS는 연구과제의 실질  수행

을 해 연구 자체에 필요한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하는 데에 무게 심이 있다. 따라서 NTIS

는 과학기술지식정보 국민 포털 서비스로 연

구행정시스템인 IRIS와 차별성을 두며, NTIS 

정보의 질 제고  서비스 강화를 해 IRIS와 

상호 연계하여 지속  발 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 결과 으로 NTIS와 IRIS는 모두 국가연

구개발사업에 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 기능

과 서비스 상, 목 , 범 는 상이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징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보듯이 NTIS와 IRIS의 가장 큰 

차이는 기능과 역할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두 시스템의 목 이라고도 볼 수 있다. NTIS의 

기능과 역할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R&D 투자효율성 제고이며, 두 번

째는 연구생산성 향상 지원이다. 반면 IRIS의 

경우 연구행정편의성 제고와 행정처리의 연속

성 확보가 주 기능이다. 결과 으로 NTIS와 

IRIS는 상호간의 구축 데이터를 공동활용하고 연

계함으로써 기 효과를 극 화할 수 있다. IRIS

의 경우는 연구개발 과제의 행정  불편함해소

와 통합에 을 두고 있고, 실제 연구개발 수

행과 결과에 한 발행과 확산은 NTIS가 심

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연계에서 있어서 핵심

은 IRIS의 연구개발과제에 한 시작 에서 요

구되는 연구개발개요  행정정보, 연구자정보

로 볼 수 있다. NTIS를 심에 두고 IRIS와 연

계를 데이터를 심으로 간략히 개념 으로 표

하면 <그림 1>과 같다. 

NTIS와 IRIS 연계가 이루어지면 NTIS는 

다양한 과제 리기 의 정보를 일원화된 통로

로 확보가능하다. 그 결과 보다 풍부한 연구자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연구진행에 실질 인 도

움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해

진다.

4. 연구개발 주기와 연구지원서비스 

4.1 연구개발 주기의 개념과 특징 

해외에서는 연구의  과정을 연구 주기

(Research lifecycle)라는 용어로 표 한다. 국

구분 NTIS IRIS

주이용자 ∙연구자, 국민 ∙연구자, 연구행정지원 담당자

상 정보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연구행정 련 정보

지원 범 ∙연구 수행 단계 ∙연구 행정 단계

핵심 목표 ∙열린 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 실 ∙통합 연구행정지원 서비스 실

기능과 역할
∙국가R&D 투자효율성 제고

∙연구 생산성 향상 지원

∙표 화를 통한 연구 행정 편의성 제고

∙시스템 통합을 통한 연구 행정 처리 연속성 확보

<표 1> NTIS와 IRIS 특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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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NTIS와 IRIS 연계 개념도

내에서는 ‘연구 수명주기’, ‘연구 생애주기’, ‘연구 

주기’ 등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이를 Gessner 

등(2017)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하여 이를 구

하고 보 하여 다시 아이디어로 환원시키는 순

환 인 연구 과정’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연구

지원서비스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연구 

주기 에서 수행되는 것이 효율 이다. 

권나 , 이정연, 정은경(2012)은 과학기술분

야 R&D 주기를 도출하여 그 특성을 순차성, 

역동성, 불확실성으로 요약하 다. 순차성은 아

이디어-구체화-가설-실험-결과-발표-평가의 

과정이 순차 이며 순환 으로 이루어지는 특

성을 말한다. 역동성은 다섯 단계의 과정이 연

구 기간에 따라 반복과 역행을 거듭하고 그 과

정에서 새로운 아이디어가 창출되는 역동 인 

구성과 흐름으로 이루어지는 특성이다. 불확실

성은 결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 하지 않은 

결과가 나타나기도 하는 특성이다. 이 세 가지 

주기의 특성은 연구지원서비스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특성이다. 

4.2 연구개발 주기  연구지원서비스 사례

Vaughan et al.(2013)은 의․생명과학 문

도서 의 연구지원서비스를 해 연구 수명주

기에 맞는 표 서비스를 개발하 다. 이들이 

제안한 연구 주기는 (1) 아이디어 개발(Idea 

development) - (2) 연구보조  확보(Funding) 

- (3) 연구 계획(Proposal) - (4) 연구 수행

(Conducting) - (5) 연구 배포(Disseminating)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단계마다 이

루어져야 할 연구지원서비스를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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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첫 번째 단계인 아이디어 개발 단계는 

연구 아이디어를 얻기 한 단계로 선행연구 

탐색, 리서치툴의 효과  활용, 데이터 출처 탐

색, 연구 업자 식별 등의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다. 두 번째 연구보조  확보 단계는 연구보

조  확보를 한 연구보조  탐색 도구 교육, 

연구보조 의 구체  교부 기회 악, 체 자

 출처 탐색 등의 서비스가 포함된다. 세 번째 

연구 계획 단계에서는 연구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

로 데이터 리 계획(Data Management Plan: 

DMP) 작성과 데이터 기술 계획, 리포지터리 

탐색 옵션, 공공 오 액세스 정책 수에 한 

내용 등을 포함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네 번째 

연구 수행 단계는 연구를 직  수행하는 단계

로 인용 리와 연구 윤리 검토 등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마지막 다섯 번째 단계인 연구 배포 

단계에서는 수행된 연구를 배포하고 결과를 확

산시키기 한 단계로 투고할 학술지를 선정하

거나 오 액세스  악, 지 재산권 리

와 련된 지원, 학술 발표를 한 포스터 디자

인, 연구 향력 추 , 보존을 한 디지털 리포

지터리 옵션 탐색 등이 포함된다. 

Vaughan et al.(2013)의 연구는 비록 학

도서  연구자들을 한 연구 주기 모델이나 

의․생명과학 분야의 연구자들을 상으로 서

비스를 구성하 기 때문에 R&D 사업의 비

이 높은 과학기술분야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이

며, 연구의 모든 단계에서 연속 이며 유기

인 연구지원서비스 모델을 수립하 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생명과학과 공학분야의 오 액세스와 오

리서치를 지원하는 OWW(OpenWetWare)는 

연구 로세스를 시각화하여 연구 주기 모델

(Research cycle)을 수립하 다. 특히 OWW의 

연구 주기를 구성하는 요소는 탐구할 아이디

어 는 연구 질문, 연구 기획, 실험  테스트, 

데이터 수집  분석, 결론  생된 아이디어 

는 연구 질문, 결과의 커뮤니 이션  배포

의 여섯 가지이다. 

OWW의 연구 주기는 <그림 2>와 같이 

(1) 연구 계획 주기(Research planning cycle) - 

(2) 실험 주기(Experimental cycle) - (3) 출

 주기(Publishing cycle) 등 세 가지 사이클

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사이클마다 OWW에서 

도움을  수 있는 서비스를 함께 제시하 다. 

가장 선행되는 연구 계획 주기는 아이디어를 

실험이 가능한 형식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다. 

동료와 화하거나 선행연구를 살펴보거나 선

행되었던 실험의 로토콜을 검토하기도 한다. 

이 과정을 계속 으로 순환하면서 아이디어가 

구체화되며, 공식 인 가설을 수립하게 된다. 

한 실험을 설계하고 이를 테스트하게 된다. 

두 번째 사이클인 실험 주기는 설계된 실험계

획을 실행하는 과정이다. 이 사이클에서는 실험,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 결론의 네 가지 주요 

과정을 반복하게 되고 각 단계에 따라 실험 방

법은 구체화 된다. 이 사이클 안에서 력자와 

동료의 피드백이 발생하고, 실험의 결과에 따라 

실험을 반복하거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어 새

로운 주기를 생성하거나, 실험계획과 가설을 수

정하기 해 이  사이클인 연구 계획 주기로 

돌아갈 수 있다. 이 과정을 더 이상 반복하게 되

지 않은 결론은 다음 사이클인 출  주기로 진

입한다. 

새로운 결론으로 단되는 아이디어는 출  

주기에서 연구 커뮤니티와 공유하게 된다.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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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WW(OpenWetWare)의 Research cycle
(출처: https://openwetware.org/wiki/OpenWetWare:Headquarters/Research_Pathway)

문이나 포스터에 아이디어와 연구방법, 데이터, 

결론을 요약하고 출 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의 피어리뷰는 앞선 주기에서 보다 객 이다. 

이를 통해 수정 과정을 거친 아이디어는 출  

승인과 함께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 주기 안에

서 아이디어를 한 거름이 된다.

 센트럴 로리다 학도서 의 연구주기

원회(Research Lifecycle Committee: RLC)

가 제안한 연구 주기 모델은 OWW의 연구

주기 모델에서 감을 얻었다. 센트럴 로리

다 학도서 의 연구 주기 모델은 (1) 연구 

계획(Planning) - (2) 로젝트 리(Project 

management) - (3) 출   발표(Publishing and 

presenting) - (4) 보존  배포(Preserving 

and disseminating) - (5) 향력  발견

(Prestige, impact, and discovery)의 다섯 단

계이다. 계획 단계는 선행연구 분석, 윤리  규

정 수, 데이터 리 계획, 보조  계획 등이 

포함되며, 로젝트 리 단계는 데이터 시각

화와 데이터 분석, 연구 데이터 리 등이 포함

된다. 출   발표 단계는 쓰기 워크 과 

리젠테이션, 출  과정에서의 지 재산권 리 

등이 포함되고, 보존  배포 단계는 보존을 

한 메타데이터 지원, 리포지터리 지원,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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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 이션 등이 포함되며, 향력  발견 단계

는 연구 결과의 향력 분석을 해 인용 지수, 

검색 지원 등이 포함된다. 

센트럴 로리다 학도서 의 연구 주기 

모델은 도서 이 심이 되어 설계되었으나 도

서  서비스만을 한 모델이기보다 학 체

가 연구자들을 돕는 형태를 하고 있다. <그림 

3>과 같이 표 될 수 있으며, 아이디어에서 다

시 아이디어로 환원되는 형 인 연구주기 모

델로 볼 수 있다. 

Jisc(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는 국의 고등교육과 연구기 을 지원하는 비

리 조직으로 연구 주기의 모든 단계에서 

연구자를 지원한다. Jisc의 연구 주기는 <그림 

4>와 같이 (1) 아이디어(Ideas) - (2) 연구 

<그림 4> Jisc의 연구 수명주기 모델
(출처: https://www.webarchive.org.uk/wayback

/archive/20140615113149/http://www.jisc.ac.uk/

whatwedo/campaigns/res3/jischelp.aspx#ideas)

<그림 3> 센트럴 로리다 학도서 의 Research Lifecycle
(출처: https://library.ucf.edu/about/departments/scholarly-communication/overview-research-life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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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Partners) - (3) 연구제안서 작성(Proposal 

writing) - (4) 연구 수행(Research process) - 

(5) 출 (Publication)의 순차 인 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특이 은 가상 연구 환경에서 데

이터 심의 연구 사이클이 연구 수행 단계에

서 존재한다는 인데, 이 사이클은 실험, 찰, 

데이터 리,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공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권나 , 이정연, 정은경(2012)은 연구자들의 

연구개발 활동의  과정을 지원하는 연구지원

서비스 개발을 해 국내 생명  나노과학기

술 연구자를 심으로 과학기술분야 R&D 

주기를 밝 냈다. 총 5단계로 구성된 R&D 

주기를 도출하 는데 (1) 아이디어 생성  개

발 - (2) 연구지원비 확보 - (3) 실험  분석 - 

(4) 성과 창출 - (5) 평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계는 <그림 5>와 같이 순환하는 구조를 갖

고 있다.

<그림 5> 권나 , 이정연, 정은경(2012)의 

R&D 주기 모델

이석형(2020)은 R&D 주기 지원형 과학

기술 지식 인 라 통합 서비스 구축에 한 연

구를 수행하며 연구자를 지원하기 한 R&D 

주기를 정의하 다. R&D 주기 단계를 

(1) 아이디어 생성/개발 - (2) 펀딩 악 확보 

- (3) 과제 수행 - (4) 성과 창출 확산의 4단계

로 보고 통합서비스 구 을 해 각 단계에서 

필요한 단계를 세분하고 정의하 다. 아이디어 

생성/개발 단계는 세부 으로 문헌 데이터 검

색, 동향검색, 이러닝/교육, 실험기자재 악 등

의 단계가 존재한다. 펀딩 악 확보 단계에서는 

로젝트 모니터링, 사업 리/유사기  탐색, 

연구자 탐색 등의 세부 단계가 존재하고, 과제 

수행 단계에서는 데이터 분석/기술, 가시화/시

뮬 이션, 컴퓨터 자원 확보, 데이터 리의 세

부 단계가 있다. 성과창출 확산 단계는 성과물 

작성 지원, 성과정보 제공, 연구성과 리/커뮤

니티, 특허출원/기술 이  등으로 세부 단계를 

구성하 다. 

오선혜와 곽승진(2021)은 학도서 의 연

구지원서비스 모형을 개발하기 해 문헌고찰

과 설문조사, 심층면담의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학의 연구자인 교수와 학원생을 상으로 

하는 서비스 모형을 제안하 다. (1) 구상 - (2) 

계획 - (3) 연구 수행 - (4) 출  - (5) 보존 - 

(6) 배포의 6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에서 수행

하여 할 서비스 요소를 총 50개 요소로 구성하

다. 한 효과  서비스 수행을 해 정부  

유 기 , 학도서 , 학 내 기  간 유기

인 운  체계 모형을 함께 제시하 다. 

4.3 연구개발 주기  연구지원서비스 구성 

요소 

연구 주기 사례를 종합하면 다음의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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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  주기

Vaughan et al. 아이디어 개발
연구

보조  확보
연구 계획 연구 수행 연구 배포 

OWW 연구 계획 실험 출

UFC Library 연구 계획 로젝트 리 출   발표 보존  배포 향력  발견

Jisc 아이디어 연구 업 연구 제안서 작성 연구 수행 출  

권나 , 이정연, 정은경 아이디어 생성  개발 연구지원비 확보 실험  분석 성과 창출 평가

이석형 아이디어 생성/개발 펀딩 악 확보 과제 수행 성과 창출 확산

오선혜, 곽승진 구상 계획 연구 수행 출 보존 배포

<표 2> 연구 주기 사례

와 같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개발 주기의 각 

단계와 서비스 요소를 구성하기 해서 권나 , 

이정연, 정은경(2012)과 이석형(2020)의 연구

에서 나타난 연구개발 주기를 바탕으로 하되, 

R&D의 최신 트 드인 오 사이언스 정책 지

원을 해 가장 최근의 연구인 오선혜와 곽승진

(2021)의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 수명주기를 참

고하 다. 한 연구개발 주기 각 단계의 특성

과 구성 요소는 연구 지원기 인 Jisc와 OWW

의 연구 주기를 참고하 다.

연구 주기 사례를 살펴보면 부분의 연구 

주기는 아이디어 는 연구계획으로 시작된다. 

아이디어를 개발하는 것부터 연구의 주기로 볼 

것인지, 생성된 아이디어를 구체화하는 연구계

획 단계에서부터 주기로 볼 것인지에 해서는 

연구자마다 이견이 있지만 ‘아이디어에서 아이

디어로 순환된다’는 연구 주기의 정의를 보았

을 때, 아이디어에 한 내용이 연구개발 주

기에도 포함되는 것이 좀 더 구체 이라고 

단된다. 한 R&D에서 연구보조 은 매우 

요한 요소이지만 계획서, 간 리, 보고서 등 

연구보조 과 련된 사항은 연구의 매 주기에

서 실행된다고 생각하여 연구개발 주기상에

서 따로 주기를 구성하지는 않기로 하 다.

OWW나 생명과학자들을 상으로 한 권나 , 

이정연, 정은경(2012)의 연구에서는 연구 수행 

과정을 실험과 분석으로 보았다. 그러나 R&D에

서 과학분야가 차지하는 비 이 압도 이기는 하

나 수(全數)는 아니기에 실험, 분석 신 연구 

수행이라는 단계로 표 하 다. 

출   발표는 ‘성과 창출’이라고 표 한 권

나 , 이정연, 정은경의 연구를 포함하여 모든 

사례에서 나타난 주기이다. 한 보존은 연구데

이터의 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간과할 수 없

는 주기이며,  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단하 다. 배포는 연구의 향력과 성과를 높

일 수 있는 요한 주기이며, 부분의 사례에

서 배포의 과정을 통해 다시 연구의 결과가 아

이디어로 환원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확립된 R&D 주기

는 (1) 아이디어 개발  연구 계획 - (2) 연구 

수행 - (3) 출   발표 - (4) 보존 - (5) 배포

의 5단계로 구성될 수 있으며, 각 단계의 특징

과 각 단계에서 제공되어야 할 연구지원서비스

는 다음과 같다.

4.3.1 아이디어 개발  연구 계획 단계

첫번째 단계는 연구를 한 아이디어 생성 



 국가 연구개발 주기 연구지원서비스에 한 연구  417

 개발, 그리고 구체 인 연구 계획을 수립하

기 한 단계이다. 특히 생성된 아이디어가 실

험  테스트가 가능한 ‘연구’가 되도록 단하

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 단계로,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다양한 정보를 하고 최신 

동향을 탐독하여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확장하

게 된다. 한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 악을 

해 문헌조사를 수행하고, 정보획득을 해 

학술 회 는 학회에 참가할 수 있다. 

아이디어의 실행 가능성이 악되면 가설을 

공식화하고 실험을 설계, 연구방법과 연구 범 , 

연구 기간, 연구 자 , 인력 등 연구 설계를 진행

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요한 것은 연구지원

비 확보이며, 이를 해 국가 R&D 사업  과

제를 모니터링 하는 것이 필수 이다. 연구비 

지원 기   연구 과제의 성격에 따라 연구 계

획서 작성 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달라지며, 연

구데이터 리에 한 사항을 필수로 하는 연구 

과제에 해서는 연구데이터계획(DMP) 작성 

등에 한 지원이 필요한 단계가 된다. 

4.3.2 연구 수행 단계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단계는 

R&D 과정에서 체로 실험과 결과 분석의 순

서로 진행된다. 연구노트를 효과 으로 리하

기 한 툴과 온라인 업 툴 등은 실험 과정에

서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연구의 연속성과 진

성 입증 등을 해서도 이러한 툴의 사용과 유

지는 매우 요하다. 

실험이 끝난 후에는 실험 결과 분석을 해 

문 소 트웨어를 사용하여 데이터를 분석하

고, 시각화를 통해 출 을 한 비를 수행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할 수 있는 

툴에 한 지원과 교육서비스 등은 연구 수행 

단계에서 매우 요하다. 

4.3.3 출   발표 단계 

연구 결과물을 작성하여 출 하고 내외 발

표하는 단계로 연구개발의 성과 창출에 해당한

다. 연구개발 과정에서 연구결과물은 연구과제

에 한 연구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학술논문, 

원천기술, 특허출원, 상품화 등 다양한 형태로 

발생하게 되므로 출 단계에서 고려해야 할 사

항이 많아지게 된다. 

일차  결과물인 연구결과보고서는 연구과

제 지원기 의 오 액세스 규정에 한 면 한 

검토를 바탕으로 규정을 수하여 연구보조  

지원에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 요하다. 

한 학술논문 출 을 해서는 먼  어떤 학

술지에 투고할 것인지에 한 문제가 고려된다. 

따라서 투고 학술지 추천과 연구 향력 지수

(Impact Factor: IF) 등을 통한  평가 서

비스가 필요한 단계이다. 해외 학술지에 투고할 

경우 원고의 번역, 교정 등이 요구되는 단계이

며, 출 하려는 학술지가 오 액세스 일 경

우 논문처리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 

APC) 등 출  비용에 한 내용도 고려되어야 

한다. 원천기술, 특허출원 등이 고려된다면 지

재산권 상담과 연구의 상업  가치 등에 

한 단이 필요할 수 있는 단계이다. 

4.3.4 보존 단계 

연구 성과물이 자 형태로 보존되는 단계이

다. 보존은 다음 단계인 배포를 해 요한 단

계로 리포지터리 는 오 액세스 랫폼을 사

용할 수 있다. 표 화된 메타데이터 제공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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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로 하여  보존을 손쉽게 할 수 있도록 하

는 요한 요소이다. 

한 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연구데이터는 

연구 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향후 연구를 

해 리가 요하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 큐

이션 등의 문 지식을 제공하고 데이터를 

장  보호를 해 스토리지 제공 는 제공

기 을 안내할 수 있다. 

4.3.5 배포 단계 

연구 성과물이 되어 성과를 평가하게 되

는 단계로, 배포를 통해 건강한 연구 생태계를 

조성하고 후속 연구에 한 통찰력을 얻을 수 

있다. 연구 성과물에 한 평가를 지속 으로 

추 하여 연구자에게 제공하고, 각종 인용정보

를 분석하여 연구 향력을 높일 수 있다. 높은 

연구 향력을 보이는 연구자에 해서는 결과

으로 다음 연구비 수주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배포 단계에서의 지원은 매우 요하다. 따라

서 연구자의 향력 추 이 용이하도록 연구자 

식별 시스템 발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상의 R&D 주기 각 단계와 지원되어야 

할 연구지원서비스 요소를 구성하면 다음의 

<표 3>과 같다. 

단계 연구지원서비스 요소 

아이디어 개발  연구 계획

∙최신 연구 동향 정보 제공
∙선행연구 탐색
∙연구윤리  표 방 련 정보 제공
∙학술 회 는 학회 련 정보 제공 
∙연구과제  연구수행기  정보 제공 
∙연구보조  신청서(계획서) 작성 지원(DMP 작성 포함)
∙연구 업자  실험기자재 악

연구 수행

∙데이터 분석  시각화 서비스 
∙서지 리 툴(EndNote, RefWorks 등) 서비스
∙연구노트  실험노트 작성을 한 서비스 
∙온라인 업 툴(Notion, Slack 등) 서비스 

출   발표

∙연구보조  지원기 의 오 액세스 규정 안내
∙오 액세스  안내  출  지원
∙투고  추천   평가 서비스 
∙지 재산권  연구의 상업  가치 단(특허 등) 지원
∙동료 평가 리  지원
∙원고 편집, 번역, 교정 지원

보존

∙기  리포지터리 구축  연구성과물 수집
∙주제별 리포지터리 안내 
∙연구보조  보고서 작성 지원
∙데이터 리포지터리 구축  안내
∙데이터 리 서비스(데이터 정리․ 장․공유․인용 등)
∙데이터 큐 이션

배포

∙연구 성과 평가 
∙연구 향력 추   분석
∙연구 성과물 검색(발견) 지원
∙연구자 식별시스템 지원

<표 3> R&D 주기  연구지원서비스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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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국가 연구개발 주기  
연구지원서비스 제안 

국가연구개발 사업, 그리고 과제지원업무 

반 리에 한 IRIS의 과제지원시스템에서는 

NTIS의 연결 링크를 제공하여 연구자의 연구 

주기와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IRIS는 연구 기획에서 공고/ 수, 

선정 평가, 약체결, 평가/진도 리, 성과

리, 사후 리에 이르는 과제지원업무 반 

리에 있어서 행정 인 지원 뿐 아니라 연구 주

기 반에 있어 맞춤형으로 연구에 실질  도

움을 주는 정보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이다. NTIS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하는 연구자 정보  업 , 평가 원 정보, 수

행기  정보  업 을 등록․ 리하는 정보

시스템인 IRIS의 연구자 정보시스템(National 

Researcher Information: 이하 NRI)을 통해 

연구자와 평가 원의 정보와 연계하여 연구자

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구 심 주제, 연구 이

력별로 NTIS 서비스 연결 링크를 제공하여 연

구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모든 연구자는 과제를 진행하는 상황이 아니

더라도 잠재  과제 기획(아이디어 개발) 단계

에 있기에 연구개발 주기 지원을 해서 과

제 기획 단계 이 부터 NRI을 기반으로 맞춤

형 정보를 상시로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한 연

구자에게 연구주제, 연구이력을 분석하여 연구

자에게 주제 분야별 맞춤형 최신 연구 동향 정

보, 주제 가이드, 연구정보 리터러시 교육, 1:1 

맞춤형 연구상담을 통해 연구지원서비스를 상

시 제공할 필요가 있다. NRI에 기반하여 연구

자의 연구 주제, 연구 이력에 따라 분석을 거친 

연구 시설  장비 정보를 포함한 맞춤형 정보 

 데이터 제공과 연구 업자 탐색 지원도 가

능할 것이다. NTIS의 풍부한 연구 지원 기능을 

NRI와 연동할 수 있는 방안이 실하다. 

IRIS 과제지원시스템의 과제 기획 단계 연구

자에게는 NTIS는 과제지원시스템에 등록된 연

구 주제의 세부 분야와 련된 정보 탐색 컨설

, 선행연구 조사  분석, 연구 계획서  연구

보조  신청서 작성을 지원할 수 있다. 한 

련 분야에 함께 심을 두고 있는 연구 업자

를 추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

에게 과제와 련한 데이터 분석, 데이터 시각

화, 데이터 분석 툴 제공  교육, 온라인 업 

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IRIS 과제지원시스템에서 지원하는 평가/진

도 리 단계는 실질  연구 수행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 NTIS는 연구자가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정보와 데이터 제공에 심도

있는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연구자에게 

연구 성과 확산에 필요한  리스트를 안내

하고 출 할 수 있도록 극 지원하는 것이 구

체  시가 될 수 있겠다. 그리고 연구자에게 

수행 인 과제의 참고문헌 인용을 히 안

내하기 해 련 도구와 교육 서비스를 제공

하며, 수행 인 과제의 연구보조  지원기

의 오 액세스 규정을 숙지할 수 있도록 지원

할 수 있다. 

IRIS의 과제지원시스템에서 성과 리, 사후

리 단계를 수행 인 연구자에게 NTIS는 수

행 인 련 기 의 리포지터리 구축  연구

성과물 수집 련 정보를 제공하고 수행 인 

연구 주제 분야의 리포지터리를 안내하여 생산

한 데이터를 리하고 보존, 공유하여 연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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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연구 성과 평가, 연구 향력 

추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을 것이다. 한 연구 자료 배포 시 함께 공유

되는 연구자의 식별 정보 리와 연구 성과 

리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IRIS와 NTIS를 연계하여 연구자를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R&D 주기 에서 제안

하면 <그림 6>과 같다.

6. 결 론 

본 연구는 R&D 주기  연구지원서비스 

방안을 연구지원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제안하

는 것을 목 으로 하 다. 연구의 목 을 수행

하는 방법으로 먼  국가  연구지원시스템인 

IRIS와 NTIS의 황을 분석하여 서비스를 

심으로 하는 연계 방안을 제안하 다. 한 선

행연구와 해외의 사례들을 분석하여 R&D 

주기를 확립하 고, 주기의 각 단계에서 수행

되어야 할 연구지원서비스를 제안하 다. 연구 

결과 R&D 주기는 아이디어 개발  연구 계

획 - 연구 수행 - 출   발표 - 보존 - 배포로 

구성될 수 있으며, 이러한 주기 상에서 IRIS

와 NTIS가 각각의 의의와 역할에 맞는 서비스

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연구지원서비스는 학도서 과 기업, 연구

소 자료실 등 연구자가 있는 모든 기 에서 다

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다. 형태와 내용에 다

소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연구지원서비스의 

기본 방향은 연구자가 연구의 모든 과정에 원

<그림 6> 국가 R&D 주기  연구지원서비스 지원 방안



 국가 연구개발 주기 연구지원서비스에 한 연구  421

하는 정보를 원하는 때에 히 제공하는 것

이 목 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한 R&D 주

기와 이에 따른 연구지원서비스는 선행연구와 

사례를 면 히 분석하 음에도 불구하고 IRIS

와 NTIS라는 기존에 구축된 연구지원시스템

을 연계하여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

기 때문에 다소 세 함이 떨어질 수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학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연구과정과는  다른, R&D 과정

에 놓인 연구자의 연구 로세스를 이해하고 

새로운 연구지원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 구축

된 시스템을 업그 이드할 때 도움이 될 수 있

을 것으로 기 하는 바이다. 

본 연구는 국가 연구개발 연구지원시스템 사

례와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R&D 주기를 확

립하고 지원서비스를 제안하 다. 따라서 연구

지원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연구자의 요구

를 심층 으로 악하기 한 핵심집단 면담

(FGI) 등 질  연구와 연구지원시스템을 사용

하고 있는 이용자 심의 사용성 평가 등의 후

속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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