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 약 

국가차원으로 R&D 성과제고를 위한 노력이 다각적으로 추진

되고 있으며, 2015년5월 정부연구개발 (R&D) 혁신방안 세부실

행계획 발표로 이의 추진이 가속화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R&D 성과제고를 위한 첫 실행단계로 현재 R&D 

기획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 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추격형 R&D 사업 위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선

도형 R&D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더불어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의 한 예로 2014년부터 ETRI에서 수행하고 

있는 ETRI SRA (Strategic Research Area) 발굴 프로세스에 

대하여 알아본다.

Ⅰ. 서 론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과학기술산업 (STI) 스코어보드

에 따르면 한국은 지난 20년간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이 약 

2배 증가하여 2013년 기준 한 해 542억 달러를 투자하고 있으

며, GDP 대비 R&D 투자 비중은 4.15%로 OECD 국가 중 1위

를 차지했다[1][2]. 이와 같은 R&D 투자의 양적 증가에 반하여 

연구 성과의 질적 수준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 정부출연연

구소와 국공립 연구기관이 정부 예산으로 개발한 19만건의 기

술 중 81%가 미활용 상태이며, 국가 연구개발사업이 사업화로 

이어진 비율은 <그림 1>과 같이 영국, 미국, 일본의 3분에 1에

도 미치치 못하는 20% 수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연구개발비 

대비 기술료 수입으로 결정되는 연구생산성 역시 미국의 35% 

수준에 불과하여 현재 국가 R&D 제도를 통하여 생성되는 연구

개발결과물의 질적 수준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우리나라 연구생산성 저조의 원인으로 OECD 한국 산업기

술정책 리뷰 보고서는 R&D 프로세스와 공공연구 사업화 등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1]. 현재 우리나라의 R&D 제도는 기

술정책, 기획, 평가, 제도 등 전 영역이 자국 중심으로 운영되

고 있으며, 연구자가 창의적으로 과제를 제안하고 제안자가 직

접 과제를 수행하는 자유공모형 과제가 부족하고, R&D 평가의 

전문성과 사업화 연계 지원이 부족한 상태로 이를 추진하는 프

로세스 뿐 아니라,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R&D 아이템도 부재

한 상황이다. 또한 과제기획과 선정평가, 선정 후 이의신청, 중

간·최종평가, 관리 등 R&D 프로세스 전체에 대한 개선이 필

요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그림 2>와 같이 정

부 연구개발(R&D) 혁신방안의 세부실행계획을 통하여 전략적 

R&D 투자, 연구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 등을 제

시하였다[3].

2016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으로 ‘질 중심의 투

자전략으로의 전환’을 기본 방향으로 제시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고 R&D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4]. 

하지만 정부의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R&D의 기본 방향만을 

제시할 뿐 국가 R&D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법의 구체성

김기영, 정치윤, 오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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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우리나라 R&D 투자현황 및 사업화성공률 그림 2. 정부 연구개발혁신방안 세부실행 계획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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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여되어 있다. 특히, 추격형 R&D 사업 위주의 국가 연구개

발사업이 연구 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선도형 R&D 

사업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도전 기술을 

발굴하는 프로세스에 대한 개선 방안이 결여되어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선진국의 도전 기술을 발굴하는 제도 및 사례를 분

석하고, 현재 국가 R&D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미래 도전 

기술 발굴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해외 우수 연구기

관의 도전 문제 발굴 제도를 분석하여 현재 우리나라 R&D 과

제 발굴 제도와의 차이점에 대해서 기술하고, 3장에서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에 대해서 기술한

다. 4장에서는 제안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의 한 예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수행하고 있는 SRA (Strategic Re-

search Area)에 대해서 소개하며, 결론에서는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Ⅱ. 해외 도전 문제 발굴 프로세스 

본 장에서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도전 문제 발굴 프로세스

를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R&D 과제 발굴 프로세스의 문제점을 

도출 하고자 한다.

1. DARPA (미국)

국방고등연구기획청 (Defense Advanced Research Projects 

Agency, DARPA)는 1958년 미 국방부의 산하에 설립된 연구 

개발 기구이자 프로그램으로, 20여 명의 고위 기술 관리와 140

여 명의 프로그램 관리자들을 포함한 총인원 250여 명과 약 30

억 달러의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DARPA의 임무는 기초적인 발견과 이의 군사적 이용 사이의 

갭을 메울 수 있는, 획기적이고 효과적인 연구를 지원하여 기술

적 기습을 당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이 위협을 받

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즉, 기술적으로 실패할 연구 리스크는 

높더라도 이것이 해결되면 미국의 국가 안전에 막대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술과제에 중점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DARPA의 도전 문제 발굴 절차는 프로그램 관리자 (Project 

Manager, PM)들이 문제의 발굴, 기획, 입안, 착수 등을 직접 

맡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프로그램 관리자의 능력에 좌우되는 

부분이 많이 존재한다. DARPA의 도전 문제 발굴 절차는 <그림 

3>과 같이 6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1단계에서는 프로그램 

관리자가 다양한 사용자들의 요구사항을 조사하여 Top Down 

방식으로 과제를 선정하며, 2단계에서는 과제 해결에 필요한 

연구개발 아이디어를 찾게 된다. 3단계에서는 내부 논의를 거

쳐 프로젝트화하며, 4단계에서 연구개발 기간, 지원 금액 등을 

명시하지 않고 공모 과정을 수행한다. 이 과정은 연구개발 계획

이라기 보다는 구체적인 아이디어를 모집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후 5단계에서의 외부 심사, 6단계에서의 내부 결재를 통하여 

도전 문제를 선정하게 된다.

2. ARPA-E (미국)

미국 에너지 혁신 프로그램 (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 – Energy, ARPA-E)는 2007년 국립 과학학술원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 NAS)의 설립 권고를 통하

여 미 에너지 성 산하에 설립되었다.

 ARPA-E의 임무는 에너지 수입을 줄이기 위한 기술, 온실 

가스 저감 기술, 에너지 효율성 제고 기술 및 첨단 에너지 기

술 분야에서 미국의 기술 리더십을 유지시켜줄 수 있는 변환적 

기술 개발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데 있다. ARPA-E에서는 이

를 위하여 혁신적인 기술 (Breakthrough Technology), 인재

(People), 부가성 (Additionality), 파급효과 (Impact)를 지향

해야 할 가치로 삼고 있으며, DARPA에서와 같이 기초연구와 

응용개발을 중단기적으로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

ARPA-E는 아래 <그림 4>와 같이 크게 4단계로 구성된 프로

그림 4. ARPA-E 프로그램 개발 과정[6]

그림 3. DARPA 도전 문제 선정 및 평가절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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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 개발 과정을 통하여 수행 (Execution) 단계로 넘어간다. 

먼저 구상 (Envision)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나 비전을 구체화하

여 프로그램의 개념을 정립하고, 관계 정립 (Engage) 단계에서

는 워크숍, 내부 토론 등을 통하여 프로그램의 개념을 더욱 정

밀하게 발전시킨다. 평가 (Evaluation) 단계에서는 개념제안, 

정식 제안 및 제안서 반박 토론 등의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후 

프로젝트 선정 및 계약 등을 통합 정립 (Establish) 과정을 거쳐 

수행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3. NSF/CCI (미국)

미국립과학재단 (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는 

1950년에 미국의 과학과 보건, 복지 증진 등을 위해 설립된 독

립 연방기관으로, 대학의 연구와 교육을 지원하는 정부 예산지

원기관이다. 2009년 현재 총 1,7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

으며, 약 60.6억 달러의 연간 예산과 매년 40,000여건의 과제 

신청서 중 11,000여건을 신규 지원하고 있다.

화학혁신센터 (Center for Chemical Innovation, CCI) 프로

그램은 2004년에 NSF의 화학부문에서 만들어진 고위험 연구

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으로서 2008년에 현재의 이름으로 개명

되었다. 본 프로그램은 다른 지원 프로그램들이 다양한 학문 분

야의 개인 교부금인 반면 화학분야에만 특화한 센터 교부금이

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CCI 프로그램은 경험이 아닌 아이디어를 중시하고 있으며, 이

는 기존의 전문가 심사에서 진보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중대한 기

회를 놓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이로 인하여 기존의 전문가 

심사는 100장의 계획서만 필요했지만 CCI에서는 아이디어 만으

로 충분하며, 에세이 방식의 자유로운 과제제안서를 요구한다. 

또한, 중간/최종 평가 방법으로 현장 프리젠테이션 방식을 활용

하고, 신진연구자가 연구 책임자로 내세울 것을 중시한다. 

CCI 프로그램의 <그림 5>와 같이 연구 타당성을 검토하는 1

차 연구와 본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는 2차 본연구로 구성된

다. 1단계에서는 5쪽 분량의 아이디어를 NSF 내 전문가 심사

를 통하여 선별하며, 2단계에서는 본 계획서를 외부 심사위원

을 구성하여 평가한다. 타당성 연구를 거친 연구팀은 3차 평가

를 거치며, 3차 평가는 1일간의 방문조사를 통한 현장 프리젠테

이션과 15명 ~ 20명의 저명한 패널로 구성된 패널 평가가 이루

어진다. 3차 평가를 통과한 연구팀은 본격적으로 본 연구를 수

행하며, 총 5년간 지원되며, 큰 무리가 없는 한 1회 재갱신되어 

최장 13년간의 지원을 받게 된다.

4. TSB (영국)

영국 기업혁신기술부 (Department for Business, Innova-

tion & Skills, BIS)는 2010년 12월 ‘성장을 위한 혁신과 연구전

략 (Innovation and Research Strategy for Growth)’ 발표하

면서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을 지원 하기 위한 기업과의 협력방

안 및 지식기반 활용 방안에 중점을 두었다. 영국의 경우 투자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엄격한 기준 하에 선정한 유망 신기

술과 그 가능성에 대한 투자에 우선순위 부여하기 위해서 객관

적이고 독립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BIS 산하기관으로 기술사업화 및 기업혁신을 지원하는 기술

전략위원회 (Technology Strategy Board, TSB)에서는 공동 

R&D, 소기업 연구 이니셔티브, 기업자본기금 등의 다양한 트

랙을 통하여 지원하고 있다. 공동 R&D의 경우 객관적 평가의 

일환으로 공동 연구프로젝트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대회를 개최

하여 있으며, 프로젝트 관련 공지는 TSB 대회 홈페이지 게재되

고 유형, 기간, 재정지원 수준 등은 각 대회별로 상이하다. 

소기업 연구이니셔티브는 특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고자 

대회를 개최하며, 정부는 우승자에게 개발 자금을 전액 지원한

다. 이 때 개발자금은 2단계에 걸쳐서 투입되며, 1단계의 과학

적, 기술적 및 타당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2단계에서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게 된다. 

TSB에서는 과제 제안시 의향서나 동영상 파일 등을 선 제출 

하여 사전 검증을 수행한 후, 본 신청서를 제출하여 평가하는 2

단계 평가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5. ANR (프랑스)

프랑스 국립연구청 (Agence Nationale de la Recherche, 

ANR)은 2005년 공공연구기관, 대학 및 기업 연구소에 수준 높

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기에 설립되었다. ANR은 현재 275명의 

스태프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14년 5억 유로를 포함하여 설

립 이후 6십억 유로를 연구 자금을 프로젝트에 지원하고 있다. 

ANR의 도전 기술 발굴은 전문가 평가를 기반으로 하고 있

으며, 한 해 약 8,000건 이상의 평가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

그림 5. CCI 선정 및 평가 절차[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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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진행되고 있다. 2014년 약 3849건의 전문가 평가가 외국인

에 의해 수행되었다. ANR 의 도전 기술 발굴 프로세스는 <그림 

6>와 같이 2단계의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1단계의 사전 계

획서 평가 과정에서는 최소 4명 이상으로 구성된 전문가 평가

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패널들의 평가가 이루어진

다. 2단계 평가는 제안서 평가 단계로써 관련 연구분야의 국내

외 전문가들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진다.

6. NEDO (일본)

신(新)에너지 및 산업기술개발기구 (New Energy and In-

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는 

산업기술과 에너지 분야 R&D 촉진 및 평가기관으로 민간 기업

이 수행하기 곤란한 중장기적이고 위험부담이 큰 연구개발 프

로젝트를 주관한다. 또한 에너지 및 환경 분야와 산업분야의 국

가 프로젝트, 기술 육성사업, 실용화ㆍ사업화 촉진 사업, 신에

너지ㆍ에너지 절약도입보급사업, 교토 메커니즘 사업 등의 프

로젝트를 지원하며, 2012년 예산은 1,250억 엔으로 중장기 국

가프로젝트에 1,100억 엔, 교토메커니즘사업에 100억 엔 투자

하고 있다.

NEDO에서 프로젝트를 계획 후 평가하는 단계에서는 3단계

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1단계는 사전 필터링 단계로써, NEDO

의 임무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2단계에서는 프로젝트 

기초 연구 계획서를 상세하게 분석하여 평가하게 된다. 2단계

를 통과한 프로젝트는 기초 연구를 수행하게 되며, 동시에 외부

에 공개하여 외부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친다.

NEDO에서는 도전 기술을 발굴하기 위하여 2014년 일본에서 

처음으로 기술 전략을 연구하는 TSC (Technology Strategy 

Center)를 설립하였다. TSC에서는 국내외 에너지, 환경, 산업 

기술 분야의 동향 분석을 통하여 도전 기술을 발굴하는 체계를 

다음 <그림 7>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단계에서는 사회적인 이

슈나 수요로부터 사회 문제를 정의하고, 2 단계에서는 핵심 도

전 문제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3단계에서는 도전 문제의 기술 

분야를 선정하고, 기존 로드맵의 기술들과 비교 분석하는 4단

계를 거친다. 5단계에서는 도전 기술, 수행 기간, 목표 등을 설

정하고, 경쟁을 통하여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주체를 선정하게 

된다.

앞서 살펴본 해외 우수 연구기관의 도전 문제 발굴 제도의 공

통적인 특징으로는 기술 발굴 채널의 다양화 및 도전 기술 선정

에서의 다단계 평가를 들 수 있다. 따라서 미래 도전 기술 발굴 

전략도 사회 문제 해결, 연구자의 자유 아이디어, 국가 비전에 

부합하는 기술 제안 등 기술 발굴 채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으

며, 도전 기술의 선정 평가 시 관련 연구분야의 전문가로 구성

된 패널들의 토의, 또는 전문가 리뷰를 통하여 심도 있는 평가

가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 된다. 

Ⅲ.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  

현재 국가 R&D 사업은 연구자의 창의성이 제한되고, 단기간

의 과제 선정 평가로 인하여 과제의 예상 결과물에 대한 검증

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연구 과제의 질적 하락을 가져오

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앞서 살펴본 해외사례들과 같이 도전 문제를 제안하

는데 있어서의 개방성, 전문가에 의한 심도 있는 다단계 평가를 

도입할 필요를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개념을 반영하여 본 절에

서는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은 도전 문제 제안, 

문제 발굴 절차를 포함하는 도전 문제 발굴 과정과 도전요소 발

굴, 후보기술 선정, 과제 발굴 등의 절차를 포함하는 도전 기술 

그림 6. ANR 도전 기술 발굴 프로세스[7]

그림 7. NEDO TSC의 도전 기술 발굴[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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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 과정으로 구성된다. 도전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미

시적/거시적 관점을 포괄하고 인문/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학

문의 범주를 넘나드는 다학제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인 

도전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심도 있는 

평가를 통하여 도전 문제를 발굴하게 된다. 도전 기술을 선정하

는 과정에서는 선택된 도전 문제에 대한 문제 정의, 사용자 요

구사항, 기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토론식 평가를 통하여 과제

를 발굴 하게 된다. 제안하는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의 

상세한 절차는 <그림 8>과 같으며, 각 절차의 특징은 다음과 같

다.

•도전 문제 제안

사회문제, 미래 사회에 대한 미시적/거시적 전망 등을 기반으로 

다학제적 접근으로 창의·도전적 문제를 제안한다. 이 때 제안되

는 문제는 핵심 질문과 한 페이지 이내의 설명으로 구성된다.

•문제발굴

전문가들로 구성된 개방형 스터디 그룹 (Open SG)이 제안된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통하여 문제의 혁신성, 실현 가

능성 등을 평가하여 도전 문제를 선정하게 된다.

•도전요소 발굴

Open SG에서 논의 되었던 토론 내용을 기반으로 문제를 구

체화하고, 사용자 요구사항 및 기술 요구사항을 작성한다.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도전 기술이 담긴 문제 정의서

를 도출한다.

•후보기술선정

도전 기술들에 대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토

의를 통하여 후보 기술을 선정하게 된다. 후보기술로 선정되면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차원의 솔루션을 작성한다.

•과제발굴

후보기술에 대한 솔루션을 기반으로 과제의 성격을 판단하고, 

연구기간, 소요 재원 등을 예측하여 사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제안하는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은 크게 도전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과 도전 문제로부터 도전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

으로 구성된다. 

도전 문제를 발굴하는 과정에서는 미시적/거시적 관점을 포

괄하고 인문/사회/과학 등의 다양한 학문의 범주를 넘나드는 

다학제적 접근 방법을 통하여 창의적인 도전 문제를 발견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심도있는 평가를 통하여 도전 문

제를 발굴하게 된다. 

도전 기술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는 선택된 도전 문제에 대한 

문제 정의, 사용자 요구사항, 기술 요구사항을 도출하고 토론식 

평가를 통하여 과제를 발굴 하게 된다. 제안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은 기존과 달리 아이디어 차원과 기술 수준에서 

전문가에 의한 심도있는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제의 예

상 결과물에 대한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특정 

분야 기술에 한정하지 않고, 사회적 현상, 다양한 학문적 문제 

등으로부터 기술을 도출하기 때문에 창의적인 도전 문제의 발

굴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기존의 도전 문제 발굴 프로세스는 과제의 재원을 제한하고 

재원에 맞는 사업을 추진하여 획일적인 연구 방법을 강제하였

지만, 제안하는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은 도전 기술에 

맞는 재원을 역으로 제안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는 통하여 

불필요한 예산 낭비 및 획일적인 연구 방법 지양할 수 있다.

Ⅳ. ETRI SRA 

ETRI 2014년부터 도전적 미래전략연구분야 발굴을 위하여 

ETRI SRA 발굴을 위한 프로세스를 <그림 9>와 같이 정의하였

다. ETRI SRA는 앞서 제안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과 

같이 사회문제와 미래사회 전망을 통하여 도전 문제를 선정하

는 과정과 도전 문제로부터 기술적 도전 요소를 정의하여 평가

하는 과정으로 구성된다. 

SRA발굴 프로세스는 도전 문제 제안 단계에서 미래 사회 전

망을 위하여 ICT 기술 발전과 글로벌 사회 메가 트렌드의 교차 

영역에서 발생하는 불연속적 변화를 탐색하여 미래사회 핵심 

이슈를 전망하는 ECOsight[9]를 사용하였다. 또한 다양한 사회 

문제 분석 및 연구자들의 아이디어로부터 도전 문제를 정의하

였다.

제안된 모든 도전 문제들은 전문가에 의한 사전 필터링 단

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 워크샵을 통하여 창

의적인 도전 문제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창의적 도전 문제는 

Open SG를 통하여 도전 요소 및 기술적 도전 요소들을 발굴 

그림 8.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프로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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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된다.

창의적 도전 문제로부터 발굴한 기술적 도전요소들은 기술

의 유사성을 바탕으로 그룹핑 되어 후보 SRA로 발굴된다. 이 

때 후보 SRA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핵심 IPR을 확보할 수 있

는 R&D 시기인지를 판단하는 방법이 필요하다. 기존의 방법

들은 전문가들의 직관에 의한 주관적인 판단 방법을 사용했지

만, SRA 발글 프로세스에서는 가트너사에서 제공하는 하이

프 사이클 (Hype Cycle)을 사용하였다.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

은 일반적으로 기술 촉발 (Technology Trigger), 부풀려진 기

대의 정점 (Peak of Inflated Expectations), 환멸 (Trough of 

Disillusionment), 계몽 (Slope of Enlightenment), 생산성 안

정 (Plateau of Productivity) 등의 5단계로 구성되어 있지만, 

SRA 발굴 프로세스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10단계로 수치화

하여 크게 3개 (개척가능 기술, 성장기술 및 성숙기술)로 분류

하며 자세한 설명은 아래와 같다.

•  개척가능기술은 1차 벤처 캐피털 펀딩을 받기 이전 단계

로, 이 분야는 선점형 R&D가 가능한 단계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경쟁대상기업에서 대규모 투자를 받지 않은 단계로 

만약 이 분야가 R&D 기획으로 추진된다면 핵심원천 IPR

확보 및 사업화 성공확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분야라 할 수 

있다. 개척가능기술: 0 ~ 1.2 (수치값)

• 성장기술은 1차 벤처캐피털 펀딩 이후부터 Activity 

beyond early adopters 단계로 추격형 R&D가 해당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핵심원천 기술을 확보한 경

쟁대상기업이 대규모의 투자를 받고 초기 상용제품까지 개

발하는 단계로 만약 이 단계에서 R&D 기획이 추진된다면, 

이미 기획단계에서 경쟁력을 상실한 결과물이 개발되어 성

공확율은 확보하기 어려운 단계이다. 성장기술: 1.3 ~ 2.3 

(수치값)

• 성숙기술은 Activity beyond early adopters 이후로 R&D

기획이 적용되기 어려운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이미 이 분야

의 경쟁대상기업이 기 확보된 기술로 시장을 선점하고, 시

장의 규모를 예측하여 대규모 사업화를 추진하는 단계이다. 

성숙기술: 2.4 ~ 10 (수치값) 

미래 전략연구분야로 선정된 연구분야는 원내·외 전문가 자

문과 토론식 평가를 통하여 SRA를 선정하여 미래전략연구분야

로 확정한다. SRA를 선정하기 위하여 토론식 평가에서 적용되

는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특정 기술에 종속되지 않은 분야인가?

2) 도전적이며 변혁적인가?

3) 실현 가능한가?

4) 정부 정책 또는 공공성에 부합하는가?

5) 다양한 분야에 응용이 가능한가?

ETRI에 2014년부터 추진한 SRA 발굴 프로세스를 통하여 발

굴한 미래도전연구분야는 다음과 같다. 

•Quantum ICT

•Cognitive Computing

•5G 코어 네트워크 

•SDN 기반 유무선 액세스 통합 광 네트워킹

•차세대 의료 영상 장비

•3D 의료영상 

•Multi-Layered Constellation Air Robots 

•2차원 물질 기반 차세대 소자

•주파수 공동 사용

•Pervasive 모바일 컴퓨팅

•Hyper-Real Interactive Contents

•Multi-Modal Wavefront Shaping 

그림 9. ETRI SRA 발굴 프로세스
그림 10. 가트너 하이프 사이클기반 포지셔닝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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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SRA 발굴 프로세스를 통하여 발굴한 아이템들은 ETRI 

창의연구센터, 대형과제 기획, ETRI연구개발지원사업 기초·

원천 연구 분야, ETRI중장기 기술개발계획 등 ETRI 미래 R&D 

분야를 위한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Ⅴ. 결 론

본 고에서는 추격형 R&D 사업 위주의 국가 연구개발사업에

서 연구 개발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선도형 R&D 사업으

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기초·원천 연구분

야 발굴을 위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을 제안하고, 발

굴 전략의 구체적인 실행 예로 ETRI SRA 발굴 프로세스를 살

펴보았다.

본 고에서 제안한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 전략은 도전 문제 

제안, 문제 발굴 절차를 포함하는 도전 문제 발굴 과정과 도전

요소 발굴, 후보기술 선정, 과제 발굴 등의 절차를 포함하는 도

전 기술 선정 과정으로 구성된다. 이는 해외 연구기관들의 성공

적인 사례들이 포함하고 있는 도전 문제 발굴의 개방성, 전문가

에 의한 심도 있는 다단계 평가 등의 특징을 모두 포함하고 있

어 미래 도전 ICT 기술 발굴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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