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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정부의 R&D지원 제안서평가 프로세스모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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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EU는 세계에서 미국을 능가하는 경제력을 가지기 위해서 여러 가지 측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경제성
장은 산업기술발전을 통해서 가능하고 또한 이것은 산업기술의 경쟁력을 통한 고용창출 등이 가능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이에 EU집행위에서는 R&D 능력을 상승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비 EU회원국인 우
리나라 R&D 관여자 들에게는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서 평가절치를 알아보는 것은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EU집행위가 실행하는 EU R&D지원정책 중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EU의 제안서 평가방안은 먼저 전문가브리핑, 제안서에 대한 개별평가, 컨센서스, 그리고 패널
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EU R&D 제안서 평가의 특징은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패널평가를 통해서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중요한 EU R&D 제안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
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택 될 수 있게 EU에서의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전문가를 발굴 관리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EU in order to surpass the United States in the world economy have tried several aspects.
Economic growth is possible through the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of this industry, and also through the 
development of industrial technology and employment. Such EU Commission has taken several support policies 
in order to raise the R & D capabilities. Non-EU member countries, Korea, R & D pipe central incisor see 
support for the policy proposal evaluation for women is important. 
The aim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proposal evaluation process of the EU commission for R&D projects. I 
argue that the EU's methode of proposal evaluation for EU R&D consists of five stages: expert briefings, 
proposals for individual assessment, consensus and finally a panel evaluation. The main features of the EU's 
R&D evaluation process for proposals are experts and panel evaluation. The Korean government could select, 
operate and manage experts for the EU's R&D evaluation. That would lead to a higher rate of success for 
Korean proposals in the E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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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1세기가 어느 때 보다도 경제활동의 글로벌화와 더
불어 "과학기술의 세기(the century of science and 

technology)"가 될 것이며, 이는 기술경쟁력이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어가는 추세이다. EU는 특히 EU 역내산업경
쟁력 강화와 경제성장촉진을 위해 EU의 GDP대비 기술
연구투자비를 증가시키고 있다. 따라서 EU는 기술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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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    용

연구

- 기초연구
  학술적-, 기술적인 지식의 확장, 

  직접적인 활용방향 제시 없이 
- 적용 연구: 

  직접적인 적용을 지향하는 (경제적인 이용)

개발
- 새로운 개발, 

  제품과 개발과정의 향상
- 적응
  기술표준화의 제품과 개발에 대해서

비를 전체 GDP에서 1.8%를 투자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이는 미국의 2.8%, 일본의 2.9%에 비해 상대적으
로 낮은 수준이다(참조 [Fig 1])[1,2].

[Fig. 1] Proportion of the world's largest economies GDP 

compared to R & D spending

EU는 산업경쟁력 저조의 원인을 EU경제 내 하이테크 
제조업 부문의 연구 집약도가 낮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EU는 과학기술 뿐 만이 아니라 산업기술 
분야에서도 R&D를 강화하고 있다[5,6].

산업기술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기술의 개념
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한다. 기술에 대한 개념은 자연과
학기술 분야와 기술경제 분야에서 연구되었다. 보다 나은 
이해를 위해서 ‘technic'과 'technology'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다. ‘technology'는 모아놓은 성분(특성)과 그 삽
입조건에 대한 지식‘으로서 각 기술 분야를 포함하고 있
는 것에 반해, 'technic'은 실질적으로 이러한 지식의 활용
에 대한 것을 말한다[12,13]. 즉 산업기술은 기술경제 분
야에 활용되는 경제적으로 성공적인 활용에 사용되는 기
술개념에 한정짓도록 한다. 기술은 다시 어떤 새로운 것
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기술적인 실천 또는 실현시키는 
것과 최초에 학문적인 활용이 가능한 혁신을 다시 구분
하고 있다. 실현은 연구의 과정과 기술의 활용으로 이해 
될 수 있다[10,13]. 이것은 기업의 연구개발 분야와 연관 
지어 지는데, 연구개발에 대한 정의는 ’학문과 기술에 대
한 지식인식의 확장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새로운 활용
형태의 유출을 위해 적용하는 것으로 구분된다(참조 [Fig 
2])[16].

[Fig. 2] Definition of Development and Research

EU는 R&D 비용과 산업기술력이 정(+)의 관계가 있음
을 알고 2020년 GDP 대비 R&D 총지출을 3%를 높이고
자 하고 있다[7,8]. EU는 이러한 실행을 위해서 2011년부
터 여러 가지 R&D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3,4]. 비 EU
회원국인 우리나라는 EU회원국과의 R&D협력을 통해서 
산업기술경쟁력을 상승시킬 수 있다[16,17]. EU권과의 
산업기술협력을 위해서 R&D 관여자들에게는 특히 EU
지원정책에 대한 제안서평가 절차를 구체적 알아보는 것
은 성공적인 R&D협력을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중요성에 비해서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EU R&D 지원정
책에 대한 연구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EU집행위가 EU 
R&D지원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그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제 2장에서는 제안서
평가를 이루는 이론적 배경인 프로세스 모형을 살펴보았
고 제 3장에서는 본 논문의 연구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제 
4장에서는 제 2장에서 살펴본 프로세스 모형관점에서의 
EU R&D 지원서 평가 프로세스 단계를 구체적으로 서술
하였다. 끝으로 제 5장에서는 EU의 R&D 지원 제안서 평
가 프로세스 모형이 우리나라 R&D 관여자들이 EU권과
의 성공적인 협력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이론적 배경

일반적으로 관계를 모델에 담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구조모델(structure model)과 과정모델(process 
model)이다. 구조모델에서는 개개의 영역의 관계가 정적
으로 표현되는 데, 이것은 그 구조상의 상호관계가 정해
지는 거래과정을 모델에 묘사하는 것이다. 그의 접근방법
은, 공급자와 수요자, 아니면 그것은 넘어선 쌍방 간의 비
즈니스 관계 안에서의 장기적인 안정성, 질과 성공을 결
정하는 어떤 요소를 찾고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11]. 이
러한 구조모델은 프로세스모델과 상이하게 하나의 동시
묘사를 통해 시간적인 관점이 제외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해, 프로세스모델에서는 시간을 하나의 중요한 관계를 
결정하는 요소로써 고려하고, 그 시간적인 흐름에 따른 
거래관계자의 작용과 반작용과 그의 연속인 상호영향을 
규정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여기에는 거래
관계자의 행동의 흐름, 구조와 관계의 성공을 규정짓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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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근본적으로 구조모
델과 프로세스모델의 차이점은 구조모델에서는 상황구조
가 중점적으로 묘사되는 것에 비해 프로세스모델에서는 
행동구조를 중점적으로 다룬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관계를 프로세스모델에 담은 접근방법에
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특정한 거래만을 중심으로 
다루는 그리고 다른 거래와는 단절시켜서 묘사하는 거래 
안의 접근방법(intraprozessual)이 있고, 다른 하나는 전체
적으로 총괄적으로 거래와 거래사이에서의 흐름을 묘사
하는 거래간의 과정을 묘사하는 접근하는 방법(inter-)이 
있다. 첫 번째의 접근방법에서는 한 거래가 다른 거래로
부터 분리되어 고찰되기 때문에 모든 거래들을 연쇄적인 
관계로 보지 않는다. 거기에 비해서 두 번째의 접근방법
은 거래 하나 하나보다는 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중요시하고 또한 거래 전체의 흐름에 중점들 두는 방법
이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상황구조에 행동구조를 덧붙여
서 정적인 것과 동적인 것을 동시에 고려한다.

어떤 한 모델이 잘 구성되어 있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그 모델객체의 특이성이 모델 안에 잘 내포되었음을 말
한다.

하나의 프로세스모델은 몇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있다. 
그러므로 하나의 프로세스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
선 그 단계의 수가 정해져야 되고, 그 바탕에 각 단계의 
내용이 묘사되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구조모델
과 다른 프로세스모델의 장점이 강화될 수가 있다. 모델
개발의 기본을 본 논문에서는 전형적인 의사결정과정에 
두고, Process-Model을 개발하기 위해서의 이론적 사고는 
행동학인식이론에 바탕을 두었다. 모델단계구분에서는 
실제적으로 어떠한 사실과 일치할 수 있는 지수를 근거
하여  각 단계를 나누었다.

이러한 기본적인 모델접근방법을 제외하고도, 어떤 프
로세스모델을 개발할 때 모델개발자는 요구사항 및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어떠한 기준에 의
해서 모델이 개발되느냐는 것이다[9]. Little의 Decision 
Calculus 에 의하면, 그 판단기준은 1)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쉬워야 한다. 3) 일치화 할 수 있어야 한다.  4) 
일반적이어야 한다. 그리고 정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런 기본적인 모든 접근방법에 기초하여 본 논문의 모델
은 전형적인 의사결정의 과정이 뜻하는 의지준비과정 
(정보수집단계와 정보평가단계)과 의사결정 그리고 의지
실행과정에 기반을 두고 국제기술협력 관계 안에서의 단
계를 구성하였다. 

3. 연구 방법

연구자는 본 논문 연구를 위해서 2012년 7월 10일 8월 
10일 까지 EU 본부 및 한국 EU 대표부를 방문하여 EU
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였다. 그리고 EU권 R&D 전문가
들과 심층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여기에서 특히 EU권의 
제안서 평가방안에 초점을 두었다.

4. EU R&D 지원서평가 프로세스

4.1 전문가 브리핑

EU 집행위원회는 평가세션 이전에 전문가들을 대상
으로 브리핑을 해야 한다. 전문가 대상 브리핑에서는 평
가과정, 절차, 적용될 평가항목, 그리고 검토대상인 연구
주제의 내용과 기대효과 등을 설명한다[7,8,14]. 기밀유
지, 공정성 및 이해상충의 은폐에 관한 구체적인 경고도 
이러한 브리핑에 포함된다.

4.2 제안서에 대한 개별 평가

제안서는 최소 3명의 전문가가 평가한다. 우수 네트워
크 제안서와 신청자료 관련 안내서에서 명시한 기타 경
우에 대해 최소 5인의 전문가가 평가한다. 평가 초기단계
에서는 전문가가 개별적으로 평가하며, 그 다음으로 워크 
프로그램과 과제공고에 명시된 평가항목에 대하여 점수
와 평가의견을 제시한다[3].

또한 전문가들은 제안서가 다음 사항에 해당되는지 여
부를 표시해야 한다. 예컨대 해당 과제공모의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 또한 민감한 윤리적 이슈를 다루고 
있는지 아니면 보안에 대한 고려와 관련하여 추가적 조
사가 필요한지 등에 대해서 살펴본다[15]. 

전문가들은 자신이 평가한 점수 각각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이들의 의견은 부여된 점수와 동일한 내
용의 것이어야 하며, 컨센서스 논의 및 관련 컨센서스 보
고서에 대해서 정보가 입력된다. 

한 제안서에 대한 전문가 개개인의 평가가 끝나면, 각 
전문가는 자신이 읽고 평가한 내용을 확인하는 개별 평
가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이후 전문가의 개별 평가보
고서는 변경할 수 없다. 개별평가 보고서에 서명하면서 
각 전문가는 해당 제안서의 결정과 관련하여 어떠한 상
충되는 이해관계도 갖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게 된다.

일부 경우, 전문가들에게 개별 평가 수행만이 요청되
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개별평가보고서를 컨센서스 
단계에 관여한 전문가들에게 전송하여 컨센서스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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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시 고려할 수 있게 한다. 만일 모든 각각의 전문가
가 생각하기에 해당 제안서가 대상범위를 벗어난 경우, 
지원부적격으로 처리되며 컨센서스 단계로 넘어가지 않
는 경우도 있다.

4.3 컨센서스(Consensus)

제안서를 할당 받은 모든 전문가들이 일단 자신의 개
별 평가를 완수하면, 그들의 공통된 견해를 나타내는 컨
센서스 평가단계로 넘어간다.

이 단계에서 흔히 채점한 점수에 대해 논의하고 평가
의견을 작성하기 위한 컨센서스 회의가 열린다.

컨센서스 논의는 EU 집행위원회 대표가 사회를 보고 
진행한다. 사회자의 역할은 전문가 개개인의 견해 간에 
컨센서스(일견일치)를 특정 제안서나 기관에 대하여 편
파적이지 않는 방식으로 도출하고, 요구되는 평가기준에 
따라 각 제안서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룹의 사회자는 컨센서스 보고서 초안을 작성하는 역할
을 하는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평가된 각 항목에 대하여 컨센서스 점수를 
내고 그러한 점수를 정당화하기 위해 적절한 평가내용에 
대한 합의를 도출한다. 평가내용은 제안서 코디네이터에
게 피드백을 주기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점수와 평가
내용은 컨센서스 보고서에 명시된다. 또한 가능한 경우 
범위, 윤리 보안에 관한 문제들에 대해 공통의 견해를 제
시한다. 컨센서스 논의가 진행되는 동안, 모든 전문가들
이 제안서 특정 측면에 대해서 합의점을 찾기 어려울 경
우, 평가를 담당하는 EU집행위원회 관리자는 다시 최대 
3인의 전문가에게 제안서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컨센서스 단계의 결과는 사회자와 모든 전문가 의 서
명과 최소한 조사위원에 의한 승인 서명을 통해서 컨센
서스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사회자는 
컨센서스 보고서에 점수와 평가의견으로 표현되는 전문
가들이 합의한 점수와 평가내용으로 표현된 컨센서스가 
반드시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컨센서스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보고서에서는 전문가 다수의 의견뿐만 아
니라 대다수와 다른 특정 전문가의 의견도 명시해야 한
다. 

EU 집행위원회는 명료성, 일관성, 적정수준의 상세함
에 대하여 특별한 주의를 두어 컨센서스 보고서의 품질
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만일 중요한 변
경이 필요한 경우 해당보고서는 해당 전문가에게 다시 
보내야 한다. 컨센서스 보고서에 최종적으로 서명함으로
서 컨센서스 단계는 종료된다.

4.4 패널평가

전문가가 포함된 최종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패널평
가를 통해 컨센서스 단계의 결과 개요를 가진 EU집행위
원들에게 제안한 전문가들의 권고사항이 공식화 될 수 
있다. 과제공모의 성격과 과제공모에 제출한 제안서의 수
에 비추어 실용적인 배치가 정해진다. 특정 과제공고의 
경우 또는 과제공고의 일부의 경우, 컨센서스 보고서를 
작성하는 동안 동시에 모든 전문가들이 모든 제안서를 
검토하고 최종평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들 전문가들이 패널을 구성한다고 할수 있다. 여기에 비
해 컨센서스 단계에서 관여하는 전문가들, 새로운 전문
가, 또는 이 둘을 섞어서도 새로운 패널로 구성된다. 패널
들은 전체 과제 공모를 모두 담당하는 하나의 패널로 존
재하거나 여러 활동, 주제, 지원방식을 맡는 다수의 패널
로 형성될 수도 있다.

패널의 역할로서 주된 업무는 컨센서스 논의 중에 적
용된 점수나 평가내용의 일관성에 대해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일련의 새로운 점수 또는 평가내용의 수정을 제안
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의 컨센서스 보고서를 면밀히 검
토하고 비교한하는 것이다.

패널에서는 EU집행위원회 또는 EU 집행위원회가 임
명한 전문가가 의장을 맡는다. 그러한 경우, EU집행위원
회는 패널 논의에서 제안서를 공정하고 동등하게 취급하
고자 노력한다. 

4.5 패널 평가결과

패널 평가 결과는 주로 평가내용과 점수를 포함한 각 
제안서에 대한 평가요약보고서라고 할수 있다. 또한 모든 
청문회에 대한 고려 및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윤리적 이
슈와 보안상의 문제점 등의 고려도 함께 보고한다.

모든 최저점을 통과한 제안서 명단, 최저점을 통과한 
각 제안서에 대한 최종 점수와 우선순위결정을 위한 패
널 권고내용이 포함된다.

여기에서 하나 이상의 최저점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으
로 평가된 제안서의 명단, 평가 중 자격미달로 밝혀진 모
든 제안서, 공청회 기록 그리고 패널의 기타 모든 권고사
항에 요약이 포함된다.

동일 패널이 하나의 과제공모의 여러 분야에 제출한 
제안서를 검토한 경우 그에 따른 보고서에 여러 개의 리
스트가 수록된다. 패널 전문가들이 동의한 평가요약 보고
서에는 이미 높게 평가된 제안서의 추가 개선을 위한 권
고사항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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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EU는 세계에서 최고의 기술을 보유하기 위해 많은 연
구를 하고 있다. 기술이 경제활동에 있어 중요요소로서 
작용하다는 것은 지식이 가치를 창출하는 자원임과 동시
에 전체 사회적 측면에서는 수확체증의 법칙에 따라 ‘증
자독식’경향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논문에서는 EU집행위가 실행하는 EU R&D지원정
책 중 제안서 평가방안을 알아보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
었다. 제 4장에서는 구체적으로  EU의 R&D 지원서 평가 
프로세가 제시되었다. 

본 논문을 통해서 살펴본 EU의 제안서 평가방안은 먼
저 전문가브리핑, 제안서에 대한 개별평가, 컨센서스, 그
리고 패널평가로 이어진다. 또한 EU R&D 제안서 평가
의 특징은 사전에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있고, 패널평가를 
통해서 마무리 되는 것이라고 할수 있다. 즉 중요한 EU 
R&D 제안서는 전문가들이 결정한다고 할수 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우리나라 전문가들이 제출하는 
제안서들이 보다 성공적으로 체택될 수 있게 EU에서의 
제안서 평가단계에서 활용되는 평가전문가를 발굴 관리
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정부는 EU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및 패널단
을 이루는 인재풀을 미리 준비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서 우
리나라 전문가들이  EU와의 R&D협력에 참여코자 지원
서를 제출했을 경우 EU가 필요로 하는 평가전문가들을 
우리정부가 미리 보내줄수 있게 지원해 줌으로서 성공적
으로 우리나라 제안서 들이 채택된다고 할수 있다.

본 논문의 학문적 기여는 지금까지 전혀 연구되지 않
은 EU R&D 지원정책 제안서를 평가하는 것을 프로세스 
모형과 연관시켜서 살펴보는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한계점으로는 실증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증분
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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