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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SERVICE 

지식 

정보 

가치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사람

국가연구개발 기획에서 성과평가까지

국가연구개발 정보뿐 아니라 과학기술 정보까지

데이터 소유를 넘어 개방과 협력으로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노력,

그 중심에 NTIS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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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외 범부처 

NTIS 개요 NTIS 연계기관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

개요  17개 부처·청
(17개 대표전문기관)

성과물전담기관

개념도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NTIS DB)

422개 정보표준 

수집 가공(정제) 활용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TIS

대표전문기관(17개)

(부처별 국가R&D 

정보 총괄)

과제관리기관

(125개)

국가R&D 과제 정보

정부출연연구기관

주요 사업 관련 

대표기관

사업 공고
조사·분석 결과

인력 정보
성과 정보

시설·장비 정보

R&D 사업 조사·분석
예산 분배 조정

온라인 평가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과기정통부와 동일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국토교통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해양수산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한국특허전략개발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농림수산식품교육
문화정보원 

농업유전자원센터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생명정보 정보 생물자원 실물 

한국저작권위원회,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

농촌진흥청  
농촌진흥청 

방위사업청  
국방기술품질원 

기상청
한국기상산업기술원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성과물전담기관 

대국민 

조사·평가

대학·연구원 

예산·심의

기업 

성과 관리  

자체·상위·특정 평가

과제관리기관에서 

관리하지 않는 

개별 기관(ASP)

NTIS
연계 부처·청

논문 

연구시설 · 장비 

특허 

화합물 

보고서 원문

생명자원 

기술 요약 정보 

신품종 

소프트웨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는 

사업, 과제, 인력, 연구시설·장비, 성과 등 국가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정보를 한 곳에서 서비스하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포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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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목적입니다.



6 7

개방 공유 활용 협력

단 계 

이 용 자 과제 담당자 

기반 조성

정책·기획 입안자

확산·적용

최종 연구자 중심

고도화

일반 국민으로 확대

단순화

범부처 협력 체계 마련 정보 연계 확대 정보 공동 활용 극대화 성과 활용ㆍ확산

서 비 스

국가R&D 국가R&D 국가R&D, 동향(일부) 국가R&D, 과학기술,
해외R&D, 정책·동향, 분석 

대상 정보 

일부 단계
(기획·조정 단계 미지원)

일부 단계
(기획·조정 단계 미지원)

일부 단계
(기획·조정 단계 미지원)

R&D 전주기
(기획·조정 단계 강화)

R & D
지원 범위 

 국가연구개발
투자효율성 제고,

범부처 협력 체계 강화,
표준화에 기반한 

시스템 연계

지능형 협업 인프라
구축을 통한 

국가과학기술
가치 극대화 

국가R&D 정보의 
개방·공유·협력 강화로 

국가과학기술 
가치 극대화

개방형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허브

목 표 

추진경과

NTIS 1.0
기본 계획

NTIS  2.0
고도화 계획

NTIS  3.0
창조·공유 계획

NTIS  4.0
발전 계획

2006년 7월 
NTIS 
ITA(정보기술아키텍쳐) 수립

2007년 4월
NTIS 사업 추진 계획(안) 
(2007~2009) 심의·확정

2007년 8월
범부처 국가R&D 정보 
유통기반 구축방안 및 
국가연구개발 정보표준(안)
수립

2008년 3월 31일 
NTIS 대국민 서비스 시작

2010년 7월
NTIS 고도화 계획(안)
(2010~2012) 심의·확정

2011년 7월
NTIS 모바일 서비스 시작

2011년 12월
국가연구개발정보표준 제정

2012년 6월
UN 공공행정상 수상

2012년 11월
창조·공유의 NTIS 3.0 추진 
계획(안) (2013~2015) 
심의·확정

2013년 11월
범정부 연구과제 시스템 종합 
개선 계획(안) 마련

2013년 12월 
과제신청원스톱서비스 시작

2014년 11월
NTIS 기업 활용 서비스 강화 
방안 심의·확정

2015년 11월
기업지원서비스 시작

2016년 1월
NTIS 4.0 발전 계획(안) 
(2016~2018) 심의·확정

2016년 8월
NTIS 국가연구개발 정보 
개방 확대 방안(안), 범부처 
연구비 집행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계획(안) 심의·확정

2016년 12월
NTIS 외국인 회원 국가연구개발
정보 제공 방안(안) 심의·확정

2017년 4월
국가연구개발 정보
개방서비스 시작

2006~2009 2010~2012 2013~2015 2016~2018
> > >

NTIS 추진 경과  

3대 
추진 전략  > > >  

8대 
추진 과제  > > >  

개방형 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 구축 정부R&D 기획·관리 지원 서비스 고도화

- 국가과학기술 정보 및 콘텐츠 확대
- 오픈사이언스 지원 기반 마련
- 활용 중심의 부가 서비스 강화

- 정부R&D 전주기정보 구축
- 정책정보 공동 활용 강화
- 성과평가 정보화 지원 강화

- 사업 추진 체계 재정립
- 시스템 운영체계 효율화

NTIS 시스템 운영체계 효율화

정부R&D 기획·관리 지원 강화과학기술 지식정보 공유·확산  목 표  > > >

원 칙   > > > 

비 전  > > > 개방형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허브

개방 확대 콘텐츠 확대 

NTIS가 보유한
국가R&D 정보의 개방 확대로 

정보 활용성 극대화 

과학기술 지식·정보로
콘텐츠 종류와 범위를 대폭 확대해 

종합관문 역할 수행

정부R&D 사업 전주기
정보 구축으로 정부R&D

기획·관리 지원 강화

이용자 중심 서비스 개편 및 
수요자 중심 부가 서비스

강화로 활용성 제고

기획 지원 강화 활용 강화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를 종합 제공하여 개방형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허브로 도약

     
3대 추진 전략 및 8대 추진 과제 

NTIS 4.0 비전 및 전략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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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4.0 추진 내용  

국가R&D 정보뿐 아니라 관련된 모든 콘텐츠를 한꺼번에

콘텐츠 확대 및 종합 창구 제공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더 많은 정보를 쉽고 빠르게

국가연구개발 정보 개방 확대 

01

03

02

보다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를 제공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정보 중심에서 과학기술

지식정보 서비스로 도약합니다. 이제 NTIS에서 국가연구개발 정보와 더불어 해외연구

개발 정보, 국내외 특허·논문, 정책·동향 정보 등을 통합 검색할 수 있습니다.  

부처·대표전문기관 관계자뿐 아니라 국민 누구나 국가연구개발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 개방의 폭을 크게 넓혔습니다. 궁금한 내용을 검색하고, 그 결과를 즉시 내려받을 

수 있으며, 분석 환경까지 지원돼 쉽고, 빠르게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NDSL(National Digital Science Library, 과학기술정보 전자도서관)
** CORDIS(Community Research and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 유럽공동체 연구개발정보서비스)

이용자 맞춤형 개편으로 서비스 접근을 쉽고 단순하게

고객 중심 서비스 개편

지난 3년 동안의 이용 로그를 분석하고 이용자 의견을 수렴하여 서비스 개편안을 수립

하였습니다. 메뉴체계를 새롭게 개편하고, 서비스 이름도 쉽게 바꾸어 서비스 접근성을 

높였습니다. 이용자 경험을 고려한 친근한 정보포털 방식의 메인화면 설계와 이용자가 

관심있는 서비스 중심의 맞춤메뉴 제공으로 쉽게 NTIS서비스를 즐길 수 있습니다.

기획부터 성과평가까지 정부R&D의 모든 정보를 한눈에

사업 전주기정보 구축

04
과제 단위 정보 관리 체계를 사업 단위로 확대, 재편했습니다. 중장기 계획, 예산, 평가 

결과 등 각 주기별로 만들어진 정보들을 모았습니다. 예산 조정, 정책 입안, 과학기술 

중장기 계획 수립 등과 같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과학데이터를 개방하고 공유해 새로운 협력을 돕는

실험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조성

05
과학데이터를 중요한 연구 자원으로 인식하고, 국가적 차원에서 공동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KISTI의 오픈사이언스 플랫폼과 연계해 

가상실험환경, 실험데이터 공유·분석환경, 연구협업환경 등을 제공합니다.

구분 

개방 범위
(총 422항목)

개방 대상 

이용 절차 

사용자 피드백 

일부 (118항목)

부처 · 전문기관 관계자 한정 

복잡 

부재

개인 정보, 보안 과제 등 비공개 
항목을 제외한 모든 정보 (295항목)

국민 누구나 (회원 가입 필요) 

간소화 및 편의성 개선

오류 신고 게시판 마련,
꾸준한 서비스 품질 제고

개방 확대 전 개방 확대 후 

전체 정보 중 28%
전체 정보 중 70%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

대형연구시설 실험데이터 공동활용 기반 제공 

보유 실험데이터 시뮬레이션 가상환경 연구 협업 환경 대용량 실험데이터 공유·분석환경

시뮬레이션 SW 

대형연구시설
실험데이터 

의사소통도구 일정공유

파일공유 연구개발자원 

전산열유체 / 나노물리 / 계산화학
구조동역학 / 전산설계 / 전산의학

지원실험분야 

ALICE/CERN | CMS/CERN 
Belle II/KEK  | 중력파(LIGO, KAGRA)

RENO | Bio(유전체) | 구조생물학

17개 대표전문기관
9대 성과물전담기관

: 국가연구개발 정보 

13개 대표전문기관
: 국가연구개발 
과제평가결과정보

NTIS
국가과학기술데이터 

 ITFIND 등 
17개 정책기관
: 정책 및 동향 정보

NDSL*
 : 과학기술 관련 특허, 논문

한국가스공사 등 
30개 공공기관

: 공공R&D 정보

CORDIS**
: 해외R&D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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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주요 서비스 NTIS 주요 서비스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

구분 내용

중장기계획・예산・사업 중장기 계획에서 예산, 평가까지 국가R&D 사업 전주기 유관정보를 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사업및기관성과평가 국가R&D 성과평가정보(사업 및 기관)를 전주기적으로 관리·공개하여 평가과정의 전반적인 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제공합니다

R&D공고   각 부처 및 과제관리기관의 국가R&D 공고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과학기술인등록번호 국가R&D에 참여하는 연구자의 개인정보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대신 과학기술인등록번호를 발행합니다

유사과제 각 부처에서 기 수행된 과제 또는 타 사용자가 등록한 과제와의 유사성에 대한 비교 자료를 제공합니다

과제및성과입력(SIMS)* 
국가R&D 사업을 관리하는 부처, 전문기관, 과제관리기관의 사업 담당자 및 연구 책임자가 국가R&D표준정보를 편하게 등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 SIMS (Standard Information Management Service)

성과물등록* 국가R&D 사업 수행 후 발생되는 다양한 연구성과물을 한곳에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논문・특허검증지원     국가R&D 사업 성과로 제출된 SCI(E) 논문, 국내특허에 대한 진위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제재정보조회* 국가R&D 사업의 참여 제한 사항에 대한 제재정보 검색을 지원합니다

평가위원후보추천* 평가위원 후보 추천 시 평가위원의 전문성, 공정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평가위원정보를 수집하여 공유합니다

과제평가결과조회* 국가R&D 과제 최종평가결과와 과제평가 참여위원 정보의 공동활용을 지원합니다

과학기술통계
주요 과학기술통계, 기술수준평가, 과학기술예측, 연구시설장비, 통계상세분석 등 약 150여 종의 과학기술통합지표를 관리·
제공합니다

R&D데이터신청* 국가R&D 원시데이터가 필요한 사용자들이 데이터 요청부터 획득까지 한 곳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분석클라우드
가상PC 환경에서 국가R&D 원시데이터를 열람하고 엑셀 및 전문정보분석도구를 활용해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연구생태계맵
국가R&D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를 지식맵 형태로 시각화해 분석 결과를 제공
합니다

과학데이터활용지원      각 기관이 보유한 과학데이터와 대형연구시설장비에서 생산되는 실험데이터 현황을 공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정책・기술동향 다양한 과학기술 정책 및 기술동향 정보를 수집·통합하여 제공합니다

이슈로보는R&D 국가적 현안과 사회적 이슈를 선정하여 주제별 국가R&D 관련 정보를 패키지 형태로 제공합니다

기업지원R&D정보      
중소·중견기업이 국가R&D 정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국가R&D 과제 참여를 위한 기반 지식 습득, 협업을 위한 
연구자·연구기관, 연구비지원사업 등)

전체 서비스 NTIS 관문인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국가과학기술 통합검색, 국가R&D전주기보기, 과제참여, 과제관리, 데이터활용, 

R&D플러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중장기계획·예산·사업

- 사업및기관성과평가  

- R&D공고

- 과학기술인등록번호 

- 유사과제

- R&D제도문의

- 과제및성과입력(SIMS)

- 성과물등록

- 논문·특허검증지원

- 제재정보조회 

- 평가위원후보추천 

- 과제평가결과조회 

- 과학기술통계

- R&D데이터신청

- 분석클라우드

- 연구생태계맵

- 과학데이터활용지원 

- NTIS소개 

- 공지사항 

- 이용문의 

- 과찬의말씀 

국가R&D전주기보기 과제참여 데이터활용 NTIS 소개

과제관리 

- 정책·기술동향 

- 이슈로보는R&D

- 기업지원R&D정보

- 자료실 

R&D플러스

* 권한획득 필요
NTIS 서비스 바로가기



12 13

NTIS 수상 및 인증 NTIS 주요 성과 

가입자

가입자
 유형별 분포

14.8만 명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

11,852 만 건 R&D과제   

보고서국내외 특허

연구인력 

정책동향 

R&D 성과 

공공R&D 과제 

국내외 논문   

해외R&D 과제  

628,350 
 건 

93,404 건 
 35,081 

천 건 

186,177 건 

82,128 
건 

 

4,532 천 건 

3,707건 
 

77,833 
천 건 

 

80,242 
건 

 

87.1점

사용자 만족도 페이지뷰(누적)

2.17억 회
  

1인당 페이지뷰 

107 회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87.1점

82.2점

81.2점

80.1점

78.9점

77.1점

76.5점

75.7점

69.4점 247만 회

845만 회

1,589만 회

2,838만 회

5,170만 회

1억 2,768만 회

8,145만 회

1억 7,003만 회

2억 1,689만 회

연구자(대학, 출연(연) 등)
연구자(기업)
일반 이용자
과제관리기관
부처
기타

6만 4,845명
5만 1,486명

2만 824명
6,457명
2,171명
2,129명

43.8%

1.5%

34.8%

14.1%

1.4%

4.4%

연구자(대학, 출연(연) 등)

연구자(기업)

일반 이용자 

과제관리기관 

기타  
부처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www.ntis.go.kr

주요 수상

주요 인증  

2008 대한민국소프트웨어기술대상

2011 e-ASIA Award 

2014/2015 앱 어워드 코리아 

2009년 11월 

2015년 10월 

2010년 11월 

2015년 12월2013년 12월 2016년 12월 

2009  데이터품질관리대상 

2012 UN 공공행정상 

2015 웹 어워드 코리아  

2010 대한민국 IT Innovation 

2012 데이터베이스품질대상 

2017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어워드 

상명   공공부문 우수상              
주최   정보통신부

상명   공공부문 e비즈니스 분야 최우수상               
주최   AFACT

상명   공공서비스부문 대상        
주최   디지틀조선일보 

2008년 11월 

2015년 9월 

ISO 20000 (서비스체계 국제표준)

데이터보안인증 2레벨 

ISO 27001 (정보보호체계 국제표준)

웹 접근성 
품질인증 

데이터품질관리인증 통합 2레벨 

개인정보보호 (PIPL)
인증 

데이터품질관리인증 유효성 부문 
3레벨 

통합개인정보
보호관리체계 (PIMS)
인증 

상명   공공부문 우수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상명   정부지식관리향상분야 우수상                
주최   UN

상명   공공서비스분야 최우수상       
주최   (사)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상명   공공기관 우수상           
주최   지식경제부 

상명   데이터품질관리부문 대상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상명   기업조직부문 비영리기구/정부혁신분야 금상  
주최   스티비어워즈

2017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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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활동

www.ntis.go.kr

NTIS 
활용 교육  

정보활용
경진대회 

과찬의 
말씀 

NTIS SNS  

과학기술인 칭찬 릴레이. 과학을 낯설게만 여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시작

※ 상기 내용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구분 내용

개요 NTIS 개요 및 주요 서비스 이용 방법에 대한 교육 

대상 NTIS 서비스에 관심 있는 사용자

장소 KIRD, KISTI 교육장 또는 신청 기관

문의 및 신청 
NTIS 콜센터 042-869 -1115 또는 ntis@kisti.re.kr
※ 기관별 교육 신청 인원이 소수인 경우 여러 기관을 공동으로 교육 

트위터 @gntis

유튜브  https://www.youtube.com/c/NTISRNDstar 

페이스북 @ntislove 모바일웹  m.ntis.go.kr

구분 내용

개요 국가과학기술 데이터를 활용, 가치 있는 분석 정보 및 서비스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공모전

참가 자격 과학기술정보를 활용한 서비스 기획, 개발에 관심 있는 학생, 연구자, 개발자 누구나

신청 기간  매년 8월경

시상 내역  
최우수상(1팀) 상금 300만 원 + 장관상(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수상(2팀) 상금 100만 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
장려상(4팀) 상금 50만 원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장상

NTIS 추진 체계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추진 체계도 

역할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과)

실무자협의회
(대표전문기관 실무팀장)

전문가협의회 (관계 부처 추천 전문가)

연구제도협의회(관계 부처 실무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운영위원회

구성 주요기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제도협의회
전문가협의회

실무자협의회

총괄주관기관(KISTI) 및 

협동연구기관(KISTEP, NRF)

-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사업 관련 지식·정보의 효율적 관리·유통에 관련한 

   주요 사안 심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정보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 근거 : 과기법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 사업 계획 수립 및 조정, 구축 사업 관리

- 관계 기관의 역할 정립 등 관계 기관 협조 체계 유지

- 의견 수렴 및 협의, 기술 자문 등

- NTIS와 부처 대표전문기관의 자체 시스템 간 구체적 연계 방안 협의 등

- NTIS 세부 시스템 구축 계획 수립, 통합 시스템 구축·운영

- 17개 부처·청, 9대 성과물전담기관 등 정보 연계

총괄주관기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협동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한국연구재단(NRF)



34141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학로 245   |   TEL . 042-869-1115

국가연구개발 정보에서 과학기술 지식정보까지 

국가연구개발 기획에서 성과활용까지

국가과학기술 지식정보 허브로 도약하는 NTIS

사람과 사람의 연결

정보와 지식의 연결

지식과 가치의 연결

정보수집·유통에서 연계·활용으로

소유를 넘어 개방·협력으로

변화의 파고를 일으키는 중심에

NTIS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