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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재 e-Science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e-Science

사업의 성공  추진을 한 사업기획이 요해지고 있

다. 재 규모 투자가 필요한 e-Science의 성격상, 

e-Science 성숙단계, 추진방법, 과제의 특성 등에 따른 

한 응용과제의 선정이 필요하다. 응용과제의 선정을 

통해 연구과제를 IT기반으로 용, 수행 할 수 있는 

e-Science 련요소기술의 개발, 인 라 연동계획 등 연

구실시계획이 수립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cience 응용연구 과제 선정을 한 

후보 과제 풀을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 측과제 등 

유망 기술과제에서 도출, 과제의 선정평가를 한 모형

과 추진 방안을 논의해 본다.

We should select suitable application research project to 

carry out e-Science research in successfuly and make 

the reseach implement plan such as developing 

component technology and preparing infrastructure. On 

this study, the e-Science projects pool will be composed 

from technology forecasting and national R&D projects 

and evaluated the project by making evaluation models.

I. 서 론
우리나라는 지난 2003년부터 국가e-Science 사업의 추진을 

한 기획연구를 수행해 왔다. 각 기획연구에서는 해외동향의 

조사와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사업추진 방안을 제시, 국가

e-Science 사업의 비 의 제시와 로젝트 추진 방안과 선정

에 한 연구를 왔다. ｢e-Science 구축방안연구｣(김인호, 

2003)에서는 e-Science 로젝트의 구성을 ‘e-Science 센터사

업’과 ‘응용사업’으로 분리하여, H/W기반의 구축과 S/W기반

개발 사업을 센터 사업으로, 응용연구사업을 성격별로 시범사

업, 국가사업, 분야사업으로 구분하여 국가 e-Science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하 고, 가상천문 의 구축, 고에 지물리학, 

신약개발 등의 응용연구사업을 제안하 다[1]. 한, ｢

e-Science 구축 기획에 한 연구｣(안문석, 2003)에서는 응용

연구사업의 선정평가를 한 기 을 제시, 사업내용, 사업수행

능력, 기 효과 등의 항목으로 세부 평가기 을 제시하 다

[2]. 이와 함께 ｢e-Science 국내 연구환경 향평가  추진 

타당성 조사연구｣(김 권, 2004)에서는 수행 가능한 

e-Science과제를 선정, 7개 분야로 분류, 각 분류에 합한 

e-Science 응용연구과제를 도출 수행방안을 제시하 다[3].

이러한 연구의 결과가 국가 e-Science 사업의 추진을 한 

기본 근거가 되었으며, 이를 토 로 2005년도 국가 e-Science

사업의 시범사업을 착수하기에 이르 다.

이러한 기획연구의 결과가 재 형연구사업의 추진에 있

어 우선 으로 고려해야할 요소를 밝히며, 시범사업의 수행

에 노정된 문제 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체계  기술과

제의 선정 등의 기술기획활동을 통한 사업의 추진을 그 안

으로 제시해 본다.

Ⅱ. 국가 e-Science 시범사업 활동평가
국가 e-Science 사업의 발족은 2005년도 3개년을 계획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2011년까지 본사업을 추진, 선진국

수 의 e-Science 연구환경의 확보를 목표로 사업을 착수하

다[4]. 하지만 시범사업이라는 근본 인 한계로 인해, 기획

연구에서 상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기에는 역부족이었으며, 

정해진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기 해 e-Science의 본질 인 

내용이 희석되는 등 기 수 에 미치지 못하 다[5].

이러한 원인은 첫째, 계획 비 산규모의 부족을 들 수 있

다. 무엇보다도 많은 응용연구과제가 착수되고 성과를 산출하

기 해서는 산 지원이 필수이나, 실 으로 시범사업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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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을 띠어 기획연구의 계획을 모두 수렴하지 못하 다. 둘째, 

기술개발 주의 연구사업의 추진을 들 수 있다. 산규모의 한

계라고 말할 수도 있겠으나, 형 응용과제를 수행할 수없는 

상황에서, 공통된 기술의 비에 을 맞추어 로젝트를 수

행, 몇몇 분야에서 소기의 성과를 얻었으나, e-Science라는 국

가 비 을 표할 만한 성과는 아니었다. 기술개발과제는 특정

한 목 을 향해 수행 되었을 때 그 실용성과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것이었으나, 용할 수 있는 상이 아직 드러나지 못한 

것이 그 이유이다. 셋째, e-Science사업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

각이다. e-Science 시범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근본 인 제

약요건과 어려움이 있음에도, 2003년과 2004년의 기획연구의 

규모로 이해, e-Science사업의 요성과 필요성에 비해 지지

부진한 연구성과를 보며, 사업성과의 부족을 성 히 언 하기 

시작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시범사업에서는 본사업을 

추진에 필요한 매우 요한 시사 을 남겼다.

한 산의 확보, 응용과제의 수행을 통한 e-Science사

업의 추진, 참여자의 격려가 그것이다.

즉, 한 응용과제의 선택과 추진을 한 로젝트의 선택

이야 말로 사업추진의 첫 단추가 되는 것이다.

Ⅲ. e-Science 사업기획 방안
1. 사업기획 개요
응용연구의 기획을 통한 기술개발과제, 인 라 연동계획의 

수립은 e-Science 사업을 효과 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요한 

차이다. 우리는 기술기획에 있어, 기술 략을 수립하는 로

세스는 크게 기술 선택, 기술획득, 기술활용으로 구분할 수 있

으며, 각 단계별로 내ㆍ외부 환경분석, 안 도출  평가, 

안 실행의 단계를 거친다. 즉 기술기획 활동과 사업추진의 활

동은 일맥상통하여, 연구과제를 선정하고, 연구과제를 수행하

기 한 인 , 물 , 시간  자원을 배분, 그리고 연구과제 수행

을 체계 으로 리, 평가하는 것이 사업추진의 일반 인 형태

이다[6].

연구과제를 선택하기 해서는 외부환경의 동향과 사업수행 

조직의 목표, 내부여건의 분석을 통해 합한 후보 연구과제를 

도출한 후 후보과제의 평가를 실시해 수행할 연구사업을 확정

한다. 확정된 연구사업을 추진하기 해서는 기술환경을 분석

하고, 자체 역량분석을 통해 내부에서 수행해야 할 사항과 외

부화해야 할 사항을 정하여 역할을 분담하고, 내부의 연구자

, 인 구성, 자원배분 등의 계획을 면 히 구성한다. 이러한 

제반 활동의 시작은 연구조직의 비 설정에서 비롯되며 이를 

통한 연구과제의 선정에서 구체화된다.

2. e-Science 사업기획
e-Science 연구과제의 기획 로세스를 정리하면 <표 1>

과 같다.

[표 1] 연구기획 프로세스
단계 로세스

목표설정

국가․사회  니즈 확인 → 기술동향  환경 악 → 목표설

정 → Ⅳ-1)응용후보과제 풀 → Ⅳ-2)니즈, 기술성 반  평가지표 

→ 
Ⅳ-3)
응용과제선정 → 

Ⅳ-4)
사업계획 수립

사업계획

응용과제분야 R&D 구조 악 → 사업의 범   목표 정의 → 

실시계획 기획 (구 환경-소요기술, 인 라 등 확인, 내외부 

요소기술/자원 풀 확인) → 요소기술/자원 확보계획(실시계획)

실시계획

사업범   목표분석 → 조직구성 → 산배분 → 인력구성 

→ 과제 리 → 과제평가 → 성과 리

<자원배분시스템>

․조직구성, ․ 산배분, ․인력구성

리계획
<과제 리시스템>

․과제 리, ․과제평가, ․성과 리

목표설정(Goal-Setting)은 응용연구과제의 선정을 통해 사

업계획을 작성하는 기본방향이 된다. 사업계획을 작성할 때는 

응용분야 연구개발의 구조를 우선 악하고, 사업의 범 와 목

표를 정의한다. 이후 연구과제 수행을 한 조직, 산, 인력, 

자원 등의 확보방안과 배치 등의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이후 

연구과제의 리를 한 리계획을 수립한다. 

Ⅳ. e-Science Project Selection 
1. 기술과제 후보군의 설정
e-Science 로젝트의 과제선정을 해서는 우선, 사이버연

구개발인 라를 통해 수행되어야만 될 가능성있는 과제를 선

정해야 한다.

e-Science의 특성상 업연구, 미래첨단, 6T 련 과제, 차

세  과제 등의 연구에서 련된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되었다.

이를 해 e-Science 과제풀을 도출하기 해 제2회 한국의 

미래기술 측의 과제(1100여 과제), 출연연구원 Top Brand과

제(73개), 슈퍼컴퓨  응용사례, e-Science 기획연구에서 제

시된 과제, 미국, 국, EU등의 표 사례 등을 후보과제군으

로 취합하 다[7][8][9][10][11]. 이후, 련기술의 복성과 유

사성을 기 으로 요약정리하여 <표 2>와 같은 후보과제 기술

군을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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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과제명

1 우주감시체계 구축

2 지구형 외계행성 탐색을 한 변 천체 탐사시스템 개발

3 e-Astronomy 구축

4 국가 가상천문  구축

5 고 압 투과 자 미경 e-Science 구축

6 High Energy Physics e-Science 구축

7 의료용 사이클로트론기술 고도화

8 combinatiorial 화학 e-Science 구축

9 생체시스템 수학  모델링 

10 형연구장비를 이용한 막단백질 분석기술개발 

11 단백질 3차원이상 구조/활성 계 규명

12 복합기술을 이용한 뇌인지기능 연구 

13 인간 염색체의 유 자 지도

14 탄수화물 련 생리활성물질의 생체 메카니즘 규명

15 효소의 Computer Molecular modelling기술

16 뇌기능을 모델로 하는 신 논리구조의 뉴로컴퓨터 개발

17 나노 계측/구조 제어

18 지진 측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19 극지 지구온난화 측

20 성 GIS데이타의 활용

21 지오토모그라피 를 이용한 지하심부구조 입체  해석

22 지구환경 감시센터 구축

23 지질  해양 탐사

24 기상 e-Science

25 IT 업 디지털제조환경 구축 

26 고속 컴퓨터에 의한 생산기술 개발

27 창의  설계기술개발

28 미래형 자동차 e-Science 구축

29 항공우주 e-Science 구축

30 e-Production 센터 구축

31 규모 Plant의 온라인 공정 최 화 시스템

32 바이오 고자기장 NMR 요소기술 개발 

33 의료 상 이미지 통합 리 기술

34 컴퓨터 모델링에 의한 신약개발

35 부분의 암 련 유 자의 동정  암 이 기구 해명

36 K-OASIS - 안정 동 원소 기술개발 사업

37 융합로 핵심경로기술 - 통합시뮬 이터 개발

38 4H Motortronics

39 고성능 경량 분말재료 기술 개발

40 하이퍼메탈(High Performance Metal)

41 컴퓨터에 의해 필요한 조성, 조직, 물성을 갖는 소재 설계

42 유비쿼터스 인지공간기술 개발

43 한국형 성항법시스템*

44 유비쿼터스 라이 어

45 구조물 손상감지시스템

46 가상 실을 이용한 각종 사이버교육환경

47 인지로 기술 개발 

48 지능로 산업 도약을 한 인조인간로  개발

49 포토닉스 융합기술개발

도출된 과제는 천문우주 4개, 기 과학 4개, 생명공학 7개, 

정보기술 1개, 나노기술 1개, 지구환경 7개, 제조 7개, 의료보

건 4개, 에 지 2개, 소재 4개, 사회시스템 5개, 로  2개 그리

고 기타 1개로 다양한 분야의 과제가 도출되었으며, 그  지구

스 일의 연구개발의 특성을 감안, 천문우주  지구환경 련

과제가 많았고, 생명공학  의료보건 분야의 과제 한 

e-Science 의 특성상 과제가 많았다. 

2. 사업분류 및 평가의 틀
도출된 후보과제는 평가를 수행하여야 한다. 국가 차원에서

의 요성, 인 라 심인지 IT기술 심인지, 국내 추진이 유

효한지 해외 추진이 유효한지 등의 다양한 에서의 평가를 

해 사업을 분류할 틀의 선정은 매우 요하다. 

다음과 같은 사업 분류  평가 기 을 도출해 보았다.

1) 친숙도 평가

○ 사업에 한 친숙도(잘 알고 있거나 심이 큰, familiar)

를 조사

 
2) 합도 평가

○ e-Science기반을 통해 해당 과제를 수행에 얼마나 합

한지 평가

 
3) R&D 활동에 미치는 향

○ e-Science 기반을 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에 미치는 

향을 평가

 ∙e-Science환경이 기반이 되어야만 가능하게 되는 경우

 ∙e-Science환경이 기반이 되면 연구생산성이 향상되는 

경우

 
4) 바람직한 추진 방법(국내 혹은 로벌 업)

 ∙국내 심(국가연구개발사업)

 ∙해외공동( 로벌 업연구)

 
5) e-Science 니즈별 

○ 국가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산업  과학에의 

이용을 주목 으로 하느냐 여부

 ∙공공서비스 : > 자정부, 재난방지, 건강  복지, 교

통정보(TIS), 원격의료, 에 지  환경

 ∙산업  과학 기술 응용 : > e-Science, e-Health, 

e-Learning, e-Commerce, e-Entertainment

 
6) 연구수행 성격

○ 연구과제가 수행되어지는 성격에 따른 분류

 ∙차세  슈퍼컴퓨  응용연구 : 필요로 하는 만큼의 컴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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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을 언제, 어디서나 활용

 ∙High-throughput 응용연구 : 동시에 수백 개의 변수를 

갖는 로그램을 한번에 계산

 ∙Data-intensive 응용연구 : 지역 으로 데이터를 분산 

장하고 실시간으로 공동 활용

 ∙연구실험 장비 활용 : 연구실험장비의 공동 활용  원격

지 활용

 ∙ 업환경 구 (학제간, 연구자간) : 동시 인 연구 데이

터나 실험자료 공유  연구진행경과를 동시에 보면서 

진행

 
7) e-Science 규모와 추진방법 기

○ 시범과제 : 단기간에 연구 결과를 보여  수 있는 특정 

e-Science 환경을 시범 으로 구축함(수행기간: 1∼2년)

○ 분야과제 : 핵심 과학기술 분야의 효율  연구수행 지원을 

한 분야별 e-Science 기반을 구축함(수행기간: 3∼5년)

○ 국가사업 : 요성과 향력이 매우 크고, 산학연 등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는 규모 연구사업(수행기간 5년 이상)

3. e-Science Project Selection을 위한 평가방안
후보과제군이 선별되고 평가를 한 다양한 분류기 과 평

가 기 이 마련되었으면, 과제를 선정한다. 

기본 으로 연구평가의 목 은 연구평가의 양상에 따라 다

르며, 연구평가 시스템을 구축할 때 미리 평가목 을 명확히 

하여 목 에 맞는 평가 상, 평가시기, 평가자, 평가방법을 선

정할 필요가 있다. 즉 연구평가의 방향  운 은 연구평가의 

목 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12].

연구평가의 방법은 상이 되는 R&D의 속성에 따라서도 

다르다. 연구평가의 방법을 검토할 때 고려해야 할 R&D의 속

성은 다음과 같다.

- 연구의 성격(기 , 응용, 개발)

- 연구의 종류(경상연구, 지정연구, 특별연구, 기술진흥 조

정비 등)

- 연구분야(정보․ 자, 물질․재료, life science 등)

- 연구규모( 규모, 규모, 소규모 연구)

- 연구기간 (장기, 단기, 기)

- 연구형태(자체연구, 수탁연구, 공동연구)

- 연구주체(국책연구, 기업연구)

이상과 같은 연구의 속성별로 연구평가의 분류기 을 설정

한 후 앞에서 제시한 분류기 에 다양한 분류  평가기 은 

활용의 용도와 목 에 맞게 첨가, 수정하여 활용을 할 수 있다.

일반 으로 평가시스템을 구축할 때 평가의 방법도 고려, 배

 모형과 가 치를 부여한 모형 등 평가항목의 요성과 필

요성에 따라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할 것이다. 

이상의 사업선정을 한 로젝트 선정평가는 사 평가의 

경우로 그 향의 이 로젝트 진행까지 지속 으로 

되는 만큼 신 한 로젝트 선정이 필요하다.

4. 사업계획의 수립
사업계획의 수립과 연구과제선정은 피드백의 계에 있다. 

연구과제의 선정에 있어 내외 환경과 내부 자원의 실을 

반 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사업계획은 선정된 응용연구

과제 분야의 연구개발 수행을 한 e-Science 환경의 용가

능성 등 연구과제의 구조를 악하여야 하며, 구조를 악한 

후 연구과제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해결 내용을 정의하고 목

표를 명확히 정의해야 할 것이다. 

이 게 설정된 사업범 를 통해 소요되는 IT 련기술, 인

라 응용기술, 응용연구분야 필요기술, 그리고 가용인 라의 확

인과 요구 사이버연구개발 인 라의 요구량을 추정하는 등 사

업실행을 한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사업수행계획이 작성되었으면, 요소기술  자원의 확보계

획을 수립한 후 보유한 내부 조직의 정비와 자원의 안배 인  

배치, 일정 리계획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Ⅴ. 결 론
본고에서는 국가 e-Science사업 추진상의 문제 으로 지

된 기반기술 심의 사업추진의 문제와 소규모 응용연구 심

의 테스트구축의 실을 보완하고자, 국가 형 e-Science 사

업의 추진을 한 e-Science 로젝트 선정에 한 연구를 수

행하 다.

우선, e-Science를 기반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의 후

보군을 다양한 연구결과를 통하여 수집하여 제시하 고, 연구

추진을 한 분류의 틀과 평가의 기 을 제시하 다. 이와 함

께 과제선정을 한 사 평가와 선정 평가 이후의 추진 사항

을 정리해 보았다.

연구추진의 규모나 목 에 따라 더욱 상세하고 정 한 평가

의 방법을 통해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술과제를 선정하는 것은 

모든 연구개발 로젝트의 성패를 좌우하는 첫 단추가 된다. 

e-Science 사업의 경우에도 외가 아니어서 규모 투자가 

기 되는 사업의 연구사업 기획을 한 후보과제 군과 평가

에 한 기 이 필요한 실정이다.

e-Science 사업을 수행하려는 연구조직에 있어 e-Science 

응용연구과제의 군을 살피고 지속 으로 보완하는 것과 다양

한 의 평가기 을 하여 평가에 활용 할 수 있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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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형과제의 추진에 비교  생경한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추진체제에 있어 단히 필요한 것이다.

한, 국가 e-Science사업의 추진에 있어, 연구사업의 타탕

성 있는 기획을 통해 응용연구과제를 출발로 착수되어 련된 

기술이 응용연구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발되고 연구인

라의 서비스가 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 이는 국가 사이버

연구개발 인 라의 단계  확충계획과도 한 연 이 있을 

수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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