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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메인화면 1

1.  메인화면

메인 화면은 소개, 소식, 커뮤니케이션 3개의 화면으로 구성되어있고, 마우스 휠 스크롤로 또는 

화면 우측의 네비게이션으로 화면 간 이동이 가능하다.

1.1. 소개화면

소개 화면은 여러 개의 슬라이더로 구성되어 있으며, 6  슬라이더 버튼 클릭이나 키보드 좌우 

화살표 또는 마우스 드래그로 슬라이더를 좌우로 이동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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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클릭 시 글로벌 동향 페이지로 이동한다.

2. 2  클릭 시 역량강화 페이지로 이동한다.

3. 3  클릭 시 데이터 분석 페이지로 이동한다.

4. 4  클릭 시 기술매칭 페이지로 이동한다.

5. 5  클릭 시 사업정보 페이지로 이동한다.

6. 6  클릭 시 소개 화면의 슬라이더를 이동한다.

7. 7  클릭 시 소개 화면의 자동 슬라이더를 정지 한다.

8. 8  소식, 커뮤니케이션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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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9  클릭 시 한국 기후기술의 해당 카테고리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0. 10  클릭 시 해당 링크로 이동한다.

11. 11  기술 검색순위 항목 클릭 시 해당 기술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12. 12  기술 검색순위 더 보기 클릭 시 한국 기후기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13. 13  수요 검색순위 항목 클릭 시 해당 수요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14. 14  수요 검색순위 더 보기 클릭 시 개도국 기술수요 목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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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소식화면

1. 1  탭 클릭 시 해당 탭의 상세 목록이 노출된다.

2. 2  더 보기 버튼 클릭 시 해당 탭의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3. 3  목록의 항목 클릭 시 해당 항목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4. 4  검색어를 입력 후 엔터키나 돋보기 버튼을 클릭 시 입력한 검색어로 통합검색 화면으로 

이동하여 검색한다.

5. 5  분류 클릭 시 해당 분류의 한국 기후기술 목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6. 6  클릭 시 공지사항 페이지로 이동한다.

7. 7  클릭 시 한국 기후기술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8. 8  클릭 시 개도국 기술수요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9. 9  클릭 시 약어소개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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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커뮤니케이션 화면

1. 1  탭 클릭 시 인기이슈와 최신이슈를 볼 수 있다.

2. 2 3  화살표 클릭 시 이슈를 좌우로 이동할 수 있다.

3. 4  이슈 클릭 시 해당 이슈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4. 이슈의 그래프는 해당 이슈의 찬성/반대 투표 비율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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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서브 화면 공통

메인 화면을 제외한 전체 화면에 공통으로 적용된다.

1. 1  클릭 시 구글 API와 연동하여 현재 확인중인 화면을100여개 국가의 언어로 번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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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클릭 시 사이트 내의 각 게시판 및 기술DB 정보를 대상으로 통합검색을 할 수 있다.

3. 3  클릭 시 같은 Depth의 다른 메뉴 리스트를 확인하고 접속할 수 있다.

4. 4  클릭 시 현재 확인중인 화면을 그림 이미지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5. 5  클릭 시 현재 확인중인 URL을 SNS(페이스북, 트위터, 링크드인)로 퍼나르기를 할 

수 있다.

6. 6  클릭 시 현재 확인중인 URL을 브라우저의 즐겨찾기에 추가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현재 확인중인 URL을 클립보드에 복사할 수 있다.

8. 8  클릭 시 서비스 이용 약관 화면으로 이동한다.

9. 9  클릭 시 개인정보 처리 방침 화면으로 이동한다.

10. 10  클릭 시 이메일 주소 무단 수집 거부 화면으로 이동한다.

11. 11  클릭 시 RSS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2. 12  클릭 시 사이트맵 화면으로 이동한다.

13. 13  클릭 시 스크롤바의 위치를 화면 최상단으로 이동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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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통합검색

원하는 키워드로 게시판 및 기술DB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행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입력한 검색어로 통합 검색을 실행한다.

2. 2  클릭 시 상세 검색 영역을 여닫을 수 있다.

3. 3  기간, 콜렉션(검색 카테고리)을 설정할 수 있다.

4. 4  클릭 시 결과 내 재검색 여부를 설정할 수 있다.

5. 5  클릭 시 검색 결과를 인기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6. 6  클릭 시 검색 결과를 연관성 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검색 결과를 등록일 순으로 정렬할 수 있다.

8. 8  클릭 시 검색 결과를 콜렉션 별로 확인할 수 있다.

9. 9  최근 일주일간의 인기 검색어가 최대 10개까지 나타나며 클릭 시 해당 단어로 검색을 

실행한다.

10. 10  사용자가 선택한 검색어가 최대 5개까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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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회원가입

4.1. 약관동의

1. 1  체크 시 이용약관을 동의 한다.

2. 2  체크 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를 동의한다.

3. 3  이용약관, 개인정보 수집을 모두 동의한다.

4. 4  클릭 시 비동의 하고 이전 페이지로 이동한다.

5. 5  클릭 시 동의 하고 회원정보 입력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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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회원정보입력

1. 1  기본정보를 입력한다.

2. 2  관련/관심 기술분야를 체크한다. (1개이상 필수 체크)

3. 3  클릭 시 분류표를 확인한다.

4. 4  클릭 시 회원가입한다

5. 5  클릭 시 취소하고 이전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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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회원 가입 완료

1. 1  CTis 메인화면으로 이동한다.

2. 회원 가입 완료 후 가입한 이메일 주소로 인증 메일이 발송된다. 해당 메일의 인증 URL을 

클릭하여 회원 가입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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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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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아이디를 입력한다.

2. 2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3. 3  로그인한 아이디를 고정으로 저장한다.

4. 4  클릭 시 로그인 한다.

5. 5  페이스북 아이디로 로그인 한다.

6. 6  카카오톡으로 로그인한다.

7. 7  네이버로 로그인 한다.

8. 8  구글 아이디로 로그인 한다.

9. 9  클릭 시 가입한 아이디를 찾는다.

10. 10  클릭 시 비밀번호를 찾는다.

11. 11  클릭 시 회원가입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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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정책동향

6.1. 국내동향

6.1.1. 국내동향 리스트 보기

국내 정책동향, 한국 NDE활동, CTCN 회원기관 등 국내 정책동향을 확인할수 있다.

1. 1  국내 동향 중 조회할 분류를 선택한다.

2. 2  클릭 시 선택한 분류를 통해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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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국내 동향 리스트에서 조회된 전체 건 수를 확인할 수 있다.

4. 4  국내 동향 리스트에서 조회된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5  ROW를 클릭하면 해당 게시글의 상세 내용으로 이동한다.

6. 6  국내 동향 리스트의 페이지 네비게이션 바로 클릭 시 원하는 페이지로 이동이 가능하다.

7. 7  국내 동향 리스트의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8. 8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 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9. 9  클릭 시 7 . 8 을 기준으로 국내 동향 리스트가 검색된다.

6.1.2. 국내동향 상세 보기

1. 1  국내 동향 상세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국내 동향 상세의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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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국내 동향 상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4  국내 동향 상세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클릭 시 다운로드 된다.

5. 5  국내 동향 상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6. 6  국내 동향 상세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7. 7  게시글의 공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 8  클릭 시 해당 원문 페이지로 이동한다.

9. 9  클릭 시 국내동향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10. 10  클릭 시 이전 글로 이동한다.

11. 11  클릭 시 다음 글로 이동한다.

6.2. 국외동향

6.2.1. 국외동향 메뉴 탭

1. 1  국외 동향 탭을 클릭 시 국외 동향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2. 2  CTCN 회원기관 탭을 클릭 시 CTCN 회원기관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3. 3  GCF 인증기구 탭 클릭 시 GCF 인증기구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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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국외동향 리스트 보기

1. 4  국외 동향 중 조회 할 분류를 선택한다.

2. 5  클릭 시 선택한 분류를 통해 리스트가 검색된다.

3. 6  조회 된 국외동향 리스트의 전체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4. 7  조회 된 국외동향 리스트의 전체 페이지와 현재 페이지를 확인 할 수 있다.

5. 8  리스트 ROW 클릭시 국외동향 상세보기로 이동한다.

6. 9  국외 동향 페이지 네이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한다.

7. 10  국외 동향 리스트의 검색 카테고리(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8. 11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9. 12  클릭 시 10 . 11 을 기준으로 국외 동향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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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3. 국외동향 상세 보기

1. 1  국외 동향 상세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국외 동향 상세의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3. 3  국외 동향 상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4. 4  국외 동향 상세의 공개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5. 5  국외 동향 상세의 원분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

6. 6  클릭 시 해당 내용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7. 7  국외 동향 리스트로 이동한다. 

8. 8  국외 동향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9. 9  국외 동향 이전글로 이동한다. 

10. 10  국외 동향 다음글로 이동한다. 



6. 정책동향 19

6.2.4. CTCN 회원기관 리스트 보기

1. 1  CTCN 회원기관 리스트의 조회된 전체 조회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2. 2  CTCN 회원기관 리스트의 조회된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3  리스트의 ROW를 클릭 시 상세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4. 4  페이지 네이비게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한다.

5. 5  CTCN 회원기관 리스트의 검색 카테고리(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6. 6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7. 7  클릭 시 5 , 6 을 기준으로 CTCN 회원기관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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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 CTCN 회원기관 상세 보기

1. 1  CTCN 회원기관 상세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CTCN 회원기관 상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3  CTCN 회원기관 상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4. 4  CTCN 회원기관 상세의 원문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

5. 5  클릭시 해당 내용의 원문 페이지로 이동한다.

6. 6  CTCN 회원기관 목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7. 7  클릭 시 이전글로 이동한다.

8. 8  클릭 시 다음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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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6. GCF인증기구 리스트 보기

1. 1  GCF 인증기구 리스트의 전체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2. 2  GCF 인증기구 리스트의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3  GCF 인증기구 리스트 Row 클릭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4. 4  GCF 인증기구 페이지 네비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한다.

5. 5  리스트의 검색 카테고리(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6. 6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7. 7  클릭 시 5 , 6 을 기준으로 GCF 인증기구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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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7. GCF인증기구 상세 보기

1. 1  GCF 인증기구 상세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GCF 인증기구 상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3. 3  GCF 인증기구 상세 페이지 내용의 원문보기를 확인할 수 있다.

4. 4  클릭 시 해당 페이지의 원문 페이지로 이동한다.

5. 5  GCF 인증기구 리스트로 이동한다.

6. 6  클릭 시 이전글로 이동한다.

7. 7  클릭 시 다음글로 이동한다.

6.3. 정책분석

6.3.1. 정책분석 리스트 보기

1. 1  국내 동향 중 조회할 분류를 선택한다. 

2. 2  클릭 시 선택한 분류를 통해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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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정책분석 리스트의 전체 건수를 확인할 수 있다. 

4. 4  정책분석 리스트의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5  정책분석 리스트의 Row 클릭 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6. 6  페이지 네비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한다.

7. 7  국내 동향 리스트의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8. 8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9. 9  클릭 시 7 . 8 을 기준으로 정책분석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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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정책분석 상세 보기

1. 1  정책분석 상세의 제목을 확인 할 수 있다.

2. 2  정책분석 상세의 분류를 확인 할 수 있다.

3. 3  정책분석 상세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4. 4  정책분석 상세의 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파일 클릭 시 다운로드 가능하다. 

5. 5  정책분석 상세의 출처를 확인 할 수 있다.

6. 6  해당 PDF 파일의 원문 미리보기를 할 수 있다.

7. 7  정책분석 리스트로 이동한다.  

8. 8  정책분석의 이전글을 확인 할 수 있다.

9. 9  정책분석의 다음글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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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국내외 행사

6.4.1. 국내외 행사 리스트 보기

1. 1  국내외 행사 중 조회할 분류를 선택한다.

2. 2  클릭 시 선택한 분류를 통해 리스트가 검색된다.

3. 3  국내외 행사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건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4. 4  국내외 행사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5  국내외 행사 ROW 클릭 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6. 6  국내외 행사 페이지 네이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 한다.

7. 7  국내 동향 리스트의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8. 8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9. 9  클릭 시 7 . 8 을 기준으로 정책분석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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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2. 국내외 행사 상세 보기

1. 1  국내외 행사 상세의 제목을 확인 할 수 있다.

2. 2  국내외 행사 상세의 분류를 확인 할 수 있다.

3. 3  국내외 행사 상세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다.

4. 4  국내외 행사 상세의 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클릭 시 파일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5. 5  국내외 행사 상세의 출처를 확인 할 수 있다.

6. 6  국내외 행사 상세의 원문보기를 확인 할 수 있다.

7. 7  국내외 행사 리스트로 이동한다.

8. 8  국내외 행사 이전 글로 이동한다.

9. 9  국내외 행사 다음 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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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데이터 분석

7.1. 기후변화 통계

7.1.1. 세계발전지표(WDI)

국가별 재생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현황, 주요 사회 지표, 주요 환경 지표, 주요 기후변화 지표 

등을 조회할 수 있다.

1. 1  조회할 국가를 선택한다.

2. 2  조회 조건과 조회 내용을 초기화 한다.

3. 3  클릭 시 선택한 국가의 지표를 조회한다.

4. 4  클릭 시 조회된 재생 에너지 공급 및 소비 현황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5. 5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6. 6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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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7  지표 값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지표 데이터의 수집 연도와 출처를 툴팁으로 표기한다.

8. 8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7.1.2. NDC 현황

1. 1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2. 2  클릭 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3.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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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5. 4  조회 할 국가를 선택한다.

6. 5  조회 조건과 조회 내용을 초기화 한다.

7. 6  클릭 시 조회된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8. 7  클릭 시 선택한 국가의 NDC 현황을 조회한다.

9. 8  NDC문서 바로가기 버튼 클릭 시 해당 문서의 URL 로 이동한다.

10. 9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7.1.3. 국가적응역량지수

국가적응역량지수(ND-GAIN) 는 물 가용성, 식량 안보 및 교육 수준과 같이 국가의 적응취약성 

및 회복력을 가늠할 수 있는 데이터를 사용하여 177개국의 적응역량을 정량적으로 평가한다. 

0-100까지의 값으로 나타내며, 값이 클수록 국가의 적응역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1. 1  조회할 지역 분류를 선택한다.

2. 2  조회 조건과 조회 내용을 초기화 한다.

3. 3  클릭 시 조회된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4. 4  클릭 시 선택한 지역 분류의 국가적응역량지수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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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연도의 좌우 화살표 버튼과 연도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조회 연도를 선택하여 차트를 

조회할 수 있다.

6. 6  클릭 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8.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9. 8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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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4. 데이터 조회

데이터 조회는 사용자가 원하는 지표와 국가, 연도를 선택하여 다양한 차트로 X축, Y축 등을 

설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1. 1  데이터 셋은 사용자나 관리자가 미리 설정해둔 데이터 셋이다.

2. 2  클릭 시 선택한 1 데이터 셋을 불러와 6 지표, 국가, 연도, X축, Y축, 페이지 등을 

셋팅한다.

3. 3  클릭 시 설정한 6 지표, 국가 연도, X축, Y축, 페이지 등의 정보를 선택한 1 데이터 

셋에 저장한다.

4. 4  클릭 시 설정한 6 지표, 국가 연도, X축, Y축, 페이지 등의 정보를 새로운 데이터 

셋에 저장한다. 저장한 데이터 셋은 1 에 추가 된다.

5. 5  클릭 시 선택한 1 데이터 셋을 삭제 한다.

6. 6  조회할 지표, 국가, 연도를 선택 하고 각 항목이 X축, Y축, 페이지 중 어느 곳에 배치 

될 것인가 선택한다.

7. 데이터 양이 많은 관계로 너무 많은 항목을 선택하면 조회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필요한 항목만 적게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8. 7  클릭 시 설정한 6 내용으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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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8  차트 선택 시 차트 유형에 따라 스택 여부와 X축, Y축, Z축 등을 설정할 수 있다.

10. 9  스택 여부는 8 차트가 line, spline, bar, column, area, areaspline을 선택한 

경우에 활성화 된다.

11. 스택 종류는 일반 스택과 퍼센트 스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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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8  차트를 pie, wordcloud를 선택한 경우 X축을 선택할 수 있다.

13. 8  차트를 scatter를 선택한 경우 X축, Y축을 선택할 수 있다.

14. 8  차트를 scatter3d, bubble을 선택한 경우 X축, Y축, Z축을 선택할 수 있다.

15. 10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16. 11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17.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시 해당 영역을 확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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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2  표의 데이터 값에 마우스 오버 시 해당 지표 데이터의 출처를 툴팁으로 표기한다.

19. 13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20. 14  클릭 시 조회된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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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5. 맞춤형 차트 조회

사용자가 데이터를 업로드하여 다양한 차트로 X축, Y축 등을 설정하여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조회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데이터를 업로드할 엑셀 양식을 다운로드 한다.

2. 2  클릭 시 조회할 데이터를 업로드 한다.

3. 3  차트를 선택한다.

4. 4  스택 여부는 차트가 line, spline, bar, column, area, areaspline을 선택한 경우에 

활성화된다.

5. 5  체크 시 업로드 한 데이터의 행과 열을 변환 시킨다.

6. 6  조회 조건과 조회 내용을 초기화 한다.

7. 7  클릭 시 설정한 내용으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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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9. 9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10. 차트 영역을 마우스로 드래그 시 해당 영역을 확대 한다.

11. 10  데이터를 표로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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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기후기술사업 통계

7.2.1. CTCN TA

개도국의 기후기술협력 수요를 먼저 파악하고, 수요에 맞는 선진국의 기술을 이전하는 사업으로 

감축 사업 이외에도 적응, 재정, 정책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 관한 기술지원을 제공한다.

1. 1  클릭 시 지역 분류 팝업을 오픈하여 대륙별, 국가하위그룹별 해당 국가의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2. 2  조회할 지역 분류를 선택한다.

3. 3  조회 조건과 조회 내용을 초기화 한다.

4. 4  클릭 시 조회된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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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클릭 시 선택한 지역 분류의 CTCN TA 사업현황을 조회한다.

6. 6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8.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9. 8  차트의 데이터를 클릭 시 해당 국가의 사업을 조회한다.

10. 9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11. 10  키워드 선택 시 선택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국가의 데이터만 차트에 표기된다.

12. 11  키워드를 모두 선택 해제 한다.

13. 12  국가 선택 시 해당 국가의 사업을 조회한다.

14. 13  선택한 국가의 이름을 표시한다.

15. 14  선택한 국가의 사업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16. 15  목록의 헤더를 클릭 시 목록을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17. 16  목록의 항목을 클릭 시 해당 사업의 페이지로 이동한다.

18. 17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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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2. CDM

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s)은 선진국인 A국(Annex I 국가)이 

개발도상국 B국(Non-Annex I 국가)에 투자하여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자국의 감축 

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진국은 비용 효과적으로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반면 

개도국은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얻는 제도이다.

1. 1  클릭 시 지역 분류 팝업을 오픈하여 대륙별, 국가하위그룹별 해당 국가의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2. 2  조회할 지역 분류를 선택한다.

3. 3  조회 조건과 조회 내용을 초기화 한다.

4. 4  클릭 시 조회된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5. 5  클릭 시 선택한 지역 분류의 CDM 사업현황을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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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8.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9. 8  차트의 데이터를 클릭 시 해당 국가의 사업을 조회한다.

10. 9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11. 10  키워드 선택 시 선택한 키워드에 해당하는 국가의 데이터만 차트에 표기된다.

12. 11  키워드를 모두 선택 해제 한다.

13. 12  국가 선택 시 해당 국가의 사업을 조회한다.

14. 13  선택한 국가의 이름을 표시한다. 

15. 14  선택한 국가의 사업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16. 15  목록의 헤더를 클릭 시 목록을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17. 16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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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3. JI

공동이행 (Joint Implementation)제도는 선진국 (Annex I 국가)들끼리 공동으로 온실가스 

감축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발생되는 크레디트는 공동 분배하여 감축 목표 달성에 

사용한다.

1. 1  클릭 시 지역 분류 팝업을 오픈하여 대륙별, 국가하위그룹별 해당 국가의 목록을 조회

할 수 있다.

2. 2  조회할 지역 분류를 선택한다.

3. 3  조회 조건과 조회 내용을 초기화 한다.

4. 4  클릭 시 조회된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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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클릭 시 선택한 지역 분류의 JI 사업현황을 조회한다.

6. 6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8.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9. 8  차트의 데이터를 클릭 시 해당 국가의 사업을 조회한다.

10. 9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11. 10  국가 선택 시 해당 국가의 사업을 조회한다.

12. 11  선택한 국가의 이름을 표시한다. 

13. 12  선택한 국가의 사업 목록을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14. 13  목록의 헤더를 클릭 시 목록을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15. 14  목록의 항목을 클릭 시 해당 사업의 페이지로 이동한다.

16. 15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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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 데이터 시각화

7.3.1. 관계분석

1. 1  분류를 선택한다.

2. 2  지표를 선택한다.

3. 3  클릭 시 조회 조건과 조회 결과를 초기화 한다.

4. 4  클릭 시 조회된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5. 5  클릭 시 선택한 지표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6. 6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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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9. 8  연도의 좌우 화살표 버튼과 연도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조회 연도를 선택하여 차트를 

조회할 수 있다.

10. 9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11.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12. 10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13. 11 13 15  선택 시 차트에 선택한 범주의 데이터가 추가된다.

14. 12 14 16  클릭 시 모두 선택 해제 하여 차트에서 범주가 제거된다.

15. 17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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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2. 추이분석

1. 1  분류를 선택한다.

2. 2  지표를 선택한다.

3. 3  클릭 시 조회 조건과 조회 결과를 초기화 한다.

4. 4  클릭 시 조회된 차트의 데이터를 엑셀로 다운로드 한다.

5. 5  클릭 시 선택한 지표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6. 6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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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차트 영역에서 마우스 휠 스크롤로 차트를 확대/축소할 수 있다.

9. 8  연도의 좌우 화살표 버튼과 연도 슬라이더를 이동하여 조회 연도를 선택하여 차트를 

조회할 수 있다.

10. 9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11. 10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12. 11 13  선택 시 차트에 선택한 범주의 데이터가 추가된다.

13. 12 14  클릭 시 모두 선택 해제 하여 차트에서 범주가 제거된다.

14. 15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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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분석 자료실

7.4.1. 키워드 분석

1. 1  조회할 기간을 선택한다.

2. 2  클릭 시 조회 조건과 조회 결과를 초기화 한다.

3. 3  클릭 시 선택한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4. 4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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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6. 6  차트의 범례를 클릭 시 차트에서 해당 범례를 숨기기/보이기를 할 수 있다.

7. 7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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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2. 토픽 트렌드 분석

1. 1  조회할 기간을 선택한다.

2. 2  조회할 키워드를 선택한다.

3. 3  클릭 시 조회 조건과 조회 결과를 초기화 한다.

4. 4  클릭 시 선택한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5. 5  클릭 시 차트를 이미지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

6. 6  출처 클릭 시 해당 출처의 사이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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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기후기술 DB

8.1. 한국 기후기술

8.1.1. 목록

기후기술 DB의 한국 기후기술을 선택한다. 한국 기후기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선택한 분류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 2  에 검색어 입력 시 기술명, 담당자 정보, 특허정보 등 기술 정보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행할 수 있다.

3. 3  에서 원하는 기술의 소속기관 입력 시 해당 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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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에서 원하는 기술의 기술분류 선택 시 키워드를 검색 조건에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분류의 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5. 5  에서 원하는 출처 선택 시 해당 출처의 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6. 6  클릭 시 선택한 기술 분류의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설정한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실행한다.

8. 8  클릭 시 검색 조건을 초기화 한다.

9. 9  클릭 시 KCTC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10  클릭 시 한국 기후기술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1. 11  클릭 시 해당 항목으로 정렬을 실행한다. 표의 모든 항목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12. 12  클릭 시 해당 항목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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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2. 등록

한국 기후기술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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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클릭 시 국/영문 언어 선택을 할 수 있다.

2. 2  클릭 시 KCTC 분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키워드 설정을 할 수 있다.

3. 3  에는 기술 보유자 정보를 입력한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된다.

4. 4  클릭 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5. 5  클릭 시 입력한 내용을 임시 저장한다. 이 경우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은 하지 않는다.

6. 6  클릭 시 입력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등록 신청한다. 관리자가 승인 시 해당 기술이 기술 

DB 리스트에 나타난다.

7. 7  클릭 시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으며 기술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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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3. 상세

한국 기후기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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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클릭 시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2  클릭 시 관련 개도국 기술 수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3  클릭 시 해당 기술을 담아두기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4. 4  클릭 시 기술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5. 5  클릭 시 입력한 댓글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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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개도국 기술수요

8.2.1. 목록

기후기술 DB의 개도국 기술수요를 선택한다. 개도국 기술수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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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클릭 시 선택한 분류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 2  에 검색어 입력 시 기술명, 담당자 정보, 수요정보 등 기술 정보를 대상으로 검색을 

실행할 수 있다.

3. 3  에서 원하는 기술의 국가 선택 시 해당 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4. 4  에서 원하는 기술의 기술분류 선택 시 키워드를 검색 조건에 추가할 수 있으며 해당 

분류의 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5. 5  에서 원하는 출처 선택 시 해당 출처의 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6. 6  클릭 시 선택한 기술 분류의 키워드를 선택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설정한 검색 조건으로 검색을 실행한다.

8. 8  클릭 시 검색 조건을 초기화 한다.

9. 9  클릭 시 KCTC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0. 10  클릭 시 개도국 기술수요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1. 11  클릭 시 해당 항목으로 정렬을 실행한다. 표의 모든 항목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12. 12  클릭 시 해당 항목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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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2. 등록

개도국 기술수요 정보를 등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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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클릭 시 국/영문 언어 선택을 할 수 있다.

2. 2  클릭 시 KCTC 분류를 선택할 수 있으며 그럴 경우 키워드 설정을 할 수 있다.

3. 3  에는 기술 담당자 정보를 입력한다. 기본적으로 로그인 사용자의 정보가 입력된다.

4. 4  클릭 시 파일을 첨부할 수 있다.

5. 5  클릭 시 입력한 내용을 임시 저장한다. 이 경우 관리자에게 승인 요청은 하지 않는다.

6. 6  클릭 시 입력한 내용을 관리자에게 등록 신청한다. 관리자가 승인 시 해당 기술이 기술 

DB 리스트에 나타난다.

7. 7  클릭 시 입력한 내용이 저장되지 않으며 기술 리스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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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3. 상세

개도국 기술수요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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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클릭 시 첨부된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 2  클릭 시 관련 한국 기후기술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3  클릭 시 해당 기술을 담아두기 목록에 추가할 수 있다.

4. 4  클릭 시 기술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5. 5  클릭 시 입력한 댓글을 등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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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기술협력 플랫폼

9.1. CityShare

9.1.1. CityShare 소개

CityShare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기술협력 플랫폼의 CityShare를 선택한다.

2. 1  클릭 시 Self Assessmnet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3. 2  클릭 시 Action plan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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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2. Self Assessment

Self Assessment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1. 초청된 워크샵 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1  클릭 시 선택한 워크샵의 내용 및 기 등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2  클릭 시 해당 문항에 대한 현재의 레벨을 선택할 수 있다.

3. 3  클릭 시 해당 문항에 대한 목표 레벨을 선택할 수 있다.

4. 4  에 사용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5. 5  클릭 시 입력한 정보를 시스템에 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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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Action Plan

Action plan을 작성 및 제출할 수 있다.

1. 초청된 워크샵 리스트를 선택할 수 있다. 1  클릭 시 선택한 워크샵의 내용 및 기 등록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2. 2  에 참가자의 기본 정보를 입력한다.

3. 3  마우스 오버 혹은 클릭 시 해당 문항에 대한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작업은 모든 

물음표(?) 아이콘에서 실행할 수 있다.

4. 4  클릭 시 해당 Action plan을 삭제할 수 있다.

5. 5  클릭 시 Action plan을 추가할 수 있다.

6. 6  클릭 시 기 입력한 정보를 시스템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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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 온라인 기술매칭

9.2.1. 소개

기술협력 플랫폼의 온라인 기술매칭을 선택한다. 온라인 기술매칭의 개요를 확인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개도국 기술 수요 찾기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가 보유한 기후기술과 

원하는 개도국의 기술 수요를 매칭할 수 있다.

2. 2  클릭 시 한국 기후기술 찾기 메뉴로 이동할 수 있다. 사용자 기술수요와 원하는 기후기

술을 매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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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2. 기술 검색 조건 설정

매칭하고자 하는 기술을 검색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검색 조건을 AND 혹은 OR로 설정할 수 있다.

2. 2 에 각 항목의 검색 조건을 설정할 수 있다.

3. 3  클릭 시 Step 1(소개) 화면으로 이동한다.

4. 4  클릭 시 Step 3(기술 선택 -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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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 기술 선택

9.2.3.(1) 매칭 기술 목록

설정한 검색 조건에 맞는 기술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원하는 기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클릭 시 기술 검색 조건 설정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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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3.(2) 매칭 기술 상세

매칭할 기술의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매칭 기술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2. 2  클릭 시 보유 기술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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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4. 보유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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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클릭 시 보유한 기술의 내용을 불러올 수 있다.

2. 2  클릭 시 새로 작성한 기술의 내용을 임시저장 할 수 있다.

3. 3  클릭 시 새로 작성한 기술의 내용을 등록신청 할 수 있다.

4. 4  클릭 시 매칭 기술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5. 5  클릭 시 원하는 기술과 보유한 기술의 매칭을 실행한다.

9.2.5. 매칭 완료

1:1 매칭이 완료된 상태이며 사용자의 의도에 따라 관련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마이 페이지의 기술 매칭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2. 2  클릭 시 1:1 소통이 개설되며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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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 CTis 소통창구

9.3.1. CTis 소통창구 리스트 보기

1. 1  CTis 소통창구 금주의 이슈 중 공감 비공감이 가장 많은 Top 3를 확인 할 수 있다.

2. 2  CTis 소통창구 게시글의 공감률, 비공감률을 확인할 수 있다.

3. 3  CTis 소통창구 게시글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4. 4  클릭 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5. 5  CTis 소통창구 리스트의 전체 검색 건수를 확인 할 수 있다.

6. 6  CTis 소통창구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7. 7  CTis 소통창구 리스트 Row 클릭 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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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CTis 소통창구 리스트의 페이지 네이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한다.

9. 9  CTis 소통창구 리스트의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10. 10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11. 11  클릭 시 9 . 10 을 기준으로 정책분석 리스트가 검색된다.

12. 12  클릭 시 소통창구 등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9.3.2. CTis 소통창구 상세 보기

1. 1  CTis 소통창구 상세 내용의 공감률을 확인 할 수 있다.

2. 2  CTis 소통창구 상세 내용의 비 공감률을 확인 할 수 있다.

3. 3 , 4  CTis 소통창구 상세 내용의 제목을 확인 할 수 있다.

4. 5  CTis 소통창구 상세 내용의 작성자를 확인 할 수 있다.

5. 6  CTis 소통창구 상세 내용의 파일을 확인 할 수 있다.

6. 7  CTis 소통창구 공감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7. 8  CTis 소통창구 비공감 퍼센테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8. 9  Ctis 소통창구 상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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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0  클릭 시 공감에 투표한다.(1인 1번 가능)

10. 11  클릭 시 비공감에 투표한다.(1인 1번 가능)

11. 12  Ctis 리스트로 이동한다.

12. 13  클릭 시 CTis 이전글로 이동한다.

13. 14  클릭 시 CTis 다음글로 이동한다.

9.3.3. CTis 소통창구 등록

1. 1  Ctis 소통창구 제목을 입력 할 수 있다.

2. 2  Ctis 소통창구 작성자를 확인 할 수 있다.

3. 3  Ctis 소통창구 파일을 입력 할 수 있다.

4. 4  Ctis 소통창구 내용을 입력 할 수 있다.

5. 5  클릭 시 모든 내용이 지워진다.

6. 6  클릭 시 입력한 내용이 등록된다.

7. 7  Ctis 소통창구 리스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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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사업정보

9.4.1. 사업정보 리스트 보기

1. 1  사업정보 중 조회할 분류를 선택한다.

2. 2  클릭 시 선택한 분류를 통해 리스트가 검색된다.

3. 3  사업정보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건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4. 4  사업정보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5  사업정보 ROW 클릭 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6. 6  사업정보 페이지 네이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 한다.

7. 7  사업정보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8. 8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9. 9  클릭 시 7 . 8 을 기준으로 정책분석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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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2. 사업정보 상세 보기

1. 1  사업정보 상세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사업정보 상세의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3. 3  사업정보 상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4. 4  사업정보 상세의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일명 클릭 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5. 5  해당 사업의 시작일을 확인할 수 있다.

6. 6  해당 사업의 종료일을 확인할 수 있다.

7. 7  해당 사업의 마감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8. 8  해당 사업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9. 9  해당 사업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10. 10  원문바로가기 클릭 시 해당 원문 페이지로 이동한다.

11. 11  사업정보 리스트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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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12  사업정보의 이전글로 이동한다.

13. 13  사업정보의 다음글로 이동한다.

9.5. 기업정보

1. 1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2. 2  클릭 시 입력한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3. 3  목록의 헤더를 클릭 시 목록을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4. 4  목록의 항목을 클릭 시 해당 기업의 상세 정보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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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5  선택한 기업의 상세 정보이다.

6. 6  클릭 시 상세 정보 팝업을 닫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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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프로젝트 사례

9.6.1. 프로젝트 사례 리스트 보기

1. 1  프로젝트 사례 중 조회할 분류를 선택한다.

2. 2  클릭 시 선택한 분류를 통해 리스트가 검색된다.

3. 3  프로젝트 사례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건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4. 4  프로젝트 사례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5. 5  프로젝트 사례 ROW 클릭 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6. 6  프로젝트 사례 페이지 네이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 한다.

7. 7  프로젝트 사례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8. 8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9. 9  클릭 시 7 . 8 을 기준으로 프로젝트 사례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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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2. 프로젝트 사례 상세 보기

1. 1  프로젝트 사례 상세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프로젝트 사례 상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3. 3  프로젝트 사례 상세의 분류를 확인할 수 있다.

4. 4  프로젝트 사례 상세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다.

5. 5  프로젝트 사례 상세의 원문을 확인할 수 있다.

6. 6  클릭 시 해당 사례의 원문으로 이동한다.

7. 7  프로젝트 사례 리스트로 이동한다.

8. 8  프로젝트 사례 이전글로 이동한다.

9. 9  프로젝트 사례 다음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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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bout CTis

10.1. CTis 소개

10.1.1. 시스템 소개

1. About CTis의 CTis 소개 > 시스템 소개를 선택한다. 

2. CTis의 개요, 목적 및 연혁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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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기후기술협력 배경

1. About CTis의 CTis 소개 > 기후기술협력 배경을 선택한다. 

2. 기후기술 협력의 배경이 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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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주요 기능

1. About CTis의 CTis 소개 > 주요 기능을 선택한다. 

2. CTis의 주요 기능을 확인할 수 있다.

3. 1  클릭 시 정책동향의 국내동향 메뉴로 이동한다.

4. 2  클릭 시 기후기술DB의 한국기후기술 메뉴로 이동한다.

5. 3  클릭 시 기술협력 플랫폼의 CTis 소통창구 메뉴로 이동한다.

6. 4  클릭 시 데이터 분석의 데이터 조회 메뉴로 이동한다.

10.2. 공지사항

10.2.1. 공지사항 리스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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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건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2. 2  프로젝트 사례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3  프로젝트 사례 ROW 클릭 시 해당 상세 페이지로 이동한다.

4. 4  프로젝트 사례 페이지 네이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 한다.

5. 5  프로젝트 사례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6. 6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7. 7  클릭 시 5 . 6 을 기준으로 공지사항 리스트가 검색된다.

10.2.2. 공지사항 상세 보기

1. 1  공지사항 상세의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공지사항 상세의 등록일을 확인할 수 있다

3. 3  공지사항 상세의 등록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다

4. 4  공지사항 상세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5  공지사항의 리스트로 이동한다.

6. 6  댓글을 입력 할 수 있다.

7. 7  클릭 시 댓글이 등록된다.

8. 8  공지사항의 이전글로 이동한다.

9. 9  공지사항의 다음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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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CTis 뉴스레터

10.3.1. CTis 뉴스레터 리스트 보기

1. 1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건 수를 확인 할 수 있다.

2. 2  리스트의 검색된 전체 페이지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할 수 있다.

3. 3  뉴스레터 클릭 시 해당 뉴스레터로 이동한다.

4. 4  페이지 네이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페이지를 검색 한다.

5. 5  뉴스레터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6. 6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7. 7  클릭 시 5 . 6 을 기준으로 뉴스레터 리스트가 검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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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2. CTis 뉴스레터 상세 보기

1. 1  클릭 시 개도국 기술수요 정보로 이동한다.

2. 2  클릭 시 기후기술 정보등록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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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클릭 시 커뮤니케이션 제안하기 페이지로 이동한다.

4. 4  클릭 시 데이터 분석 페이지로 이동한다.

5. 5  클릭 시 CTis 메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6. 6  클릭 시 뉴스레터 수신거부를 설정한다.

10.4. Q&A

10.4.1. Q&A 리스트 보기

1. 1  Q&A 조회된 리스트의 전체 건수를 확인 가능하다

2. 2  Q&A 조회된 전체 페이지 수 및 현재 페이지를 확인 가능하다.

3. 3  ROW 클릭 시 Q&A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4. 4  페이지 네비게이터로 클릭 시 해당 리스트를 검색한다.

5. 5  Q&A 검색 카테고리 (제목, 내용)을 선택할 수 있다.

6. 6  카테고리를 기준으로 검색 내용을 입력하여 검색한다.

7. 7  클릭 시 5 . 6 을 기준으로 Q&A 리스트가 검색된다.

8. 8  클릭 시 글쓰기 페이지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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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2. Q&A 등록

1. 1  질문 제목을 입력할 수 있다

2. 2  질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다.

3. 3  클릭 시 작성 중인 내용이 모두 삭제 된다.

4. 4  클릭 시 Q&A가 등록된다.

5. 5  클릭 시 Q&A 리스트로 이동한다.

10.4.3. Q&A 상세

1. 1  Q&A 제목을 확인할 수 있다.

2. 2  Q&A 작성자를 확인할 수 있다.

3. 3  Q&A 질문 일시를 확인할 수 있다.

4. 4  Q&A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5. 5  클릭 시 Q&A 리스트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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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4. 파트너 기관

1. About CTis의 파트너 기관을 선택한다.

2. CTis의 파트너 기관들을 확인할 수 있다.

3. 파트너 기관의 로고를 클릭하면 해당 URL이 새 창으로 띄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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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5. 약어소개

1. About CTis의 약어소개를 선택한다.

2. 기후기술 관련 약어 설명을 확인할 수 있다.

3. 찾는 약어가 있을 경우 ctrl + f 를 이용하여 해당 키워드를 찾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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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마이페이지

11.1. 담아두기

11.1.1. 목록

한국 기후기술 및 개도국 기술 수요 상세 화면에서 담아두기를 실행한 기술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마이페이지의 담아두기를 선택한다.

2. 1  클릭 시 해당 기술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3. 2  클릭 시 선택한 기술을 담아두기 목록에서 삭제한다.

4. 3  클릭 시 설정한 검색 조건으로 담아두기 기술을 검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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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임시저장

11.2.1. 목록

한국 기후기술 및 개도국 기술수요의 임시저장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1. 마이페이지의 임시저장을 선택한다.

2. 1  클릭 시 설정한 검색 조건으로 담아두기 기술을 검색한다.

3. 2  클릭 시 해당 기술의 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4. 3  클릭 시 선택한 기술을 임시저장 목록에서 삭제한다.

11.3. 나의 댓글

11.3.1. 목록

한국 기후기술 및 개도국 기술수요에 등록한 댓글을 확인할 수 있다.

1. 마이페이지의 나의 댓글을 선택한다.

2. 1  클릭 시 해당 기술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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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나의 회원정보

11.4.1. 회원정보 수정

1. 1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회원정보 수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2. 2  클릭 시 전 페이지로 이동한다.

3. 3  클릭 시 수정 페이지로 이동한다.

4. 1  국가를 선택한다.

5. 2  소속 기관(기업)을 작성한다.

6. 3  기관(기업)유형을 선택한다.

7. 4  한글 이름을 작성한다.

8. 5  부서명(팀명)을 작성한다.

9. 6  아이디 / 이메일을 작성한다.

10. 7  비밀번호를 입력한다.( 6~16자 영문 대 소문자, 숫자, 특수문자를 사용하세요.)

11. 8  휴대폰 번호를 입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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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9  우편번호를 작성한다.

13. 10  주소를 입력한다.

14. 11  SMS 수신여부를 선택한다.

15. 12  CTCN 회원 여부를 선택한다.

16. 13  기관(기업) 유형을 선택한다.

17. 14  이름(영문)을 입력한다.

18. 15  직급을 입력한다.

19. 16  비밀번호 확인한다.

20. 17  전화번호를 입력한다.

21. 18  상세주소를 입력한다.

22. 19  이메일 수신여부를 선택한다.

23. 20  클릭 시 분류표를 확인할 수 있다.

24. 21  관련 / 관심 기술 분야를 선택한다.

25. 22  관심분야를 선택한다. 새로운 게시물이 등록 될 시 [국내동향, 국외동향, 정책분석, 

국내외 행사, 뉴스레터]가 메일로 수신된다.

26. 23  회원을 탈퇴 한다.

27. 24  수정을 완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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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2. 회원 탈퇴

1. 1  체크 시 안내사항을 동의한다.

2. 2  탈퇴를 취소하고 이전페이지로 이동한다.

3. 3  회원 탈퇴 한다. 

11.5. 등록 현황

11.5.1. 기후기술

페이지의 등록현황을 선택한다. 기후기술 탭에서 사용자가 등록한 한국 기후기술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해당 항목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2. 2  클릭 시 해당 항목으로 정렬을 실행한다. 표의 모든 항목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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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2. 기술수요

페이지의 등록현황을 선택한다. 기술수요 탭에서 사용자가 등록한 기술수요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해당 항목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2. 2  클릭 시 해당 항목으로 정렬을 실행한다. 표의 모든 항목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11.5.3. 기술매칭

11.5.3.(1) 목록

페이지의 등록현황을 선택한다. 기술매칭 탭에서 사용자가 신청한 기술매칭 목록을 확인할 수 

있다.

1. 1  클릭 시 해당 항목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2. 2  클릭 시 해당 항목으로 정렬을 실행한다. 표의 모든 항목에서 이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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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3.(2) 상세

1. 1  클릭 시 해당 매칭의 기술 수요 및 기후 기술을 확인할 수 있다.

2. 2  클릭 시 목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13. 마이페이지 97

11.6. 1:1 소통

11.6.1. 목록

1. 1  조회 조건을 입력한다.

2. 2  클릭 시 입력한 조회 조건으로 데이터를 조회한다.

3. 3  목록의 헤더를 클릭 시 목록을 오름차순/내림차순으로 정렬이 가능하다.

4. 4  목록의 항목을 클릭 시 1:1 대화창으로 이동한다.

11.6.2. 1:1 대화창

1. 1  관련된 기술을 표시한다. (기술, 수요)

2. 2  관련된 기술의 제목을 표시한다.

3. 3  클릭 시 관련된 기술의 상세 화면으로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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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클릭 시 전송된 파일을 다운로드 한다.

5. 5  대화할 내용을 입력 후 엔터를 치거나 6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 하면 입력한 대화내용이 

전송된다.

6. 7  클릭 시 첨부파일을 전송한다.

7. 8  클릭 시 대화방을 나간다. 대화방을 나가면 다시 들어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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