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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재난·안 R&D는 재사업목표 성과달성을 한효과 인운 · 리체계가미흡한실정이다. 따라서재난안

분야 R&D 사업에 한 실무 차원의 성과 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이를 해서는 성과 리 로세스 수립을 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인 로젝트 리 지식체계 지침서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에제시된 로젝트 리체계를도입하여재난안 R&D 성과 리매트릭스를정의하 고업무 로세스분석과

성과실 검토를 통해 부처 내 R&D 성과 리체계의 취약부분을 도출하 다. 과학기술기본법, 재난 안 리기본법 등

재난안 R&D 련법에명시된성과 리 련업무를바탕으로 5개 로세스그룹, 7개성과 리지식 역 47개 로세

스로재난안 R&D 성과 리매트릭스를구성하 고, 업무분석을통해성과확산․환류지식 역 련 로세스가 행재

난안 R&D 성과 리업무의취약 로세스로평가되었다. 따라서본연구에서는업무취약부분인성과확산․환류지식 역

에 해서 PMBOK에서 로세스를 정의하는방식과동일하게 ITO(Inputs-Tool&Techniques-Outputs)를 정의하고데이터흐

름도를개발하여재난안 R&D 성과확산 환류를 한업무에활용할수있도록제안하 다. 본연구를통해제안한재난

안 분야 R&D 성과확산 련 로세스는부처내 R&D 성과확산․활용업무 문성을확보하기 한기 자료로활용되고

더나아가재난안 R&D 사업을통해개발된기술이기술이 기업매출액증 등사업화성과의확산을 한 석을

다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Abstract There is insufficient effective management systems to achieve project goalsin disaster and safety R&D. 

Therefore, to develop an R&D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his paper develops a R&D performance 

management matrix based on PMBOK to systematize a process and to enhance efficiency of performance 

management. Also, this paper identified vulnerable procedures in disaster management by analyzing related laws, work 

process and performance. Analysis results found that the performance management matrix in disaster management 

R&D consists of 5 process groups, 7 knowledge areas and 47 processes. Also, the performance of the diffusion 

knowledge process was evaluated as weak in the present management system. This study defined ITO and developed 

a data flow diagram for applicationto related work. The suggestions of this study include the related work to enhance 

R&D performance, contribute to improving diffusion of R&D performance, and enhance the utilization of developed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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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배경 및 필

행정안 부에서는 재난안 분야 국가연구개발

(R&D) 사업을 체계 으로 리하고 R&D 운 리

문성 강화를 해 2016년 7월 국립재난안 연구원 내

R&D기획평가센터를 신설하고 2017년 7월 연구개발담

당 실을 신설하는 등 조직개편을 실시하 다. 특히

R&D기획평가센터는 과제 기획․발굴, 재난안 R&D 

과학기술수 조사, R&D 사업 상 평가, 과제 리․평

가 등 행정안 부 재난안 분야 R&D 문기 의 역할

에 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련 업무 문성을

갖추고 있다. 

최근 5년간(‘13~’17) 행정안 부는 재난안 R&D에

약 1,870억원을 투자하 으나 논문, 특허 등 과학기술

성과가 부분이고 기술료 사업화 등 경제 성과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부처 내 R&D 성과활용 확

산을 한 업무 담조직이 없고 성과 리체계 구체

인성과활용․확산실행방안이 마련되어있지 않아 개

발된기술이 사업화로이어지지못하고있다. 특히 재난·

안 R&D는 산업화를 염두에 두고 과거 일부 사업이

수행되었으나 타 부처 비 사업성과가 낮은 편이며, 당

연구목표미충족과 연구기 의 문 인 리부족으

로 사업목표 성과달성을 한 효과 인 운 · 리체

계가 미흡한 실정이다[1]. 

연구성과 리･활용 체계의 효율 추진을 해서는

주기 의 연구성과 리･활용 규정 시스템 통

합과 수요자 측면에서 성과활용･확산 체계의 수월성 확

보가 요구된다[2]. 특히 성과활용･확산의 목 인 기술의

실용화 사업화는 기업의 매출액이 증 에 기여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재난 안 리기본법」 제1조에서

정의된 바와같이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국민의

생명·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한 거름이 된다는

에서 재난안 R&D 성과활용․확산이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까지도 R&D 통해 개발된 기술이 죽음의 계곡을

극복하고 성과의 활용․확산을 이루기 한다양한연구

가 이루어져 왔다[3-7]. 그러나 R&D 수행에 필요한 개

별 기업차원의 R&D 리방안, 연구생산성 는 사업화

결과에 한 성과평가 모형들이 부분이며, 특히 공공

기술 성격인 재난안 분야의 R&D 성과활용․확산 방

안 성과 리 로세스수립을 한 연구가 필요한 실

정이다.

1.2 행연  검토

R&D 성과 리에 한 주기 체계수립에 한 국

내외선행연구로 Brown (1988)은 INPUTS-PROCESSING 

SYSTEM-OUPTUTS-RECEIVING SYSTEM- 

OUTCOMES으로 구성되는 R&D 리 로세스를 제안

하 고[8], Paul A. (1995)는 R&D 성과를 측정하고

리하는 방안으로 R&D 품질 선택 매트릭스를 개발한 바

있다[9]. R&D 사업의 성과계획 수립 평가 측면에서

는 기 계획수립 단계부터 비용, 일정 기술 성과를

고려한 통합된 계획수립 로세스와[10], R&D 사업성

과를 평가하고 리하기 한 다양한 체계 도구들을

개발하기 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1-12]. 

국제공인 로젝트 리 지식체계 지침서인 PMBOK 

(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를 용하여

사업 리 는 R&D 리 체계를 제안한 선행연구로

Kim (2001)은 PMBOK와 소 트웨어개발방법론을

용하여 9개 역 35개 험요인을 도출한 바 있으며

[13], Choi & Bae (2006)는 EVM(Earned Value 

Management System) 도입 분석을 한 작업․조직

의 연결, 산․일정의 통합 계획단계에서의 최종목

표인 PMB(Performance Management Baseline) 작성

차를 제시하 다[14]. 한 Kim et al. (2015)은

PMBOK에 기반 학생주도학습 로젝트 리시스템을

제안한 바 있다[15].

기존 국내외 PMBOK를 용한 선행연구는 성과 리

업무 반에 한 연구보다 R&D 개별 사업 단 에서

로젝트 성공을 한 성과 리 체계를 연구하 다. 

한 R&D 사업 리 는성과 리를 해 로젝트 리

개념을 도입한연구는 무하여 PMBOK의 로젝트

리체계를 R&D 성과 리체계 수립에 용한 연구는 미

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MBOK에서 제

시한 로젝트 리체계를 도입하여 재난안 R&D 성

과 리체계를 정의하고 부처 내 R&D 성과 리체계

취약 분야인 R&D 성과확산 로세스를 제안을 통해 재

난안 분야 R&D 성과확산․활용 업무 문성 확보

사업화 성과 도출을 한 방법론을 제시하고자 하 다.

1.3 연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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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로젝트 리체계를 용하여 재난안

R&D 주기 성과 리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 다. 

연구 차는 련 선행 연구사례 검토와 R&D 성과 리

PMBOK에 한 이론 검토를 통해 PMBOK에

한 용성을평가한후 국가 R&D 재난안 R&D 성

과 리 련법․제도를 바탕으로법 성과 리업무에

한 지식 역을 구축하 다. 한 구축된 성과 리

주기 체계를 기반으로 부처 내 성과 리업무 취약

로세스를 도출하고 도출된 성과활용․확산 로세스에

한 로세스 ITO(Inputs-Tool&techniques-Outputs)와

로세스 데이터흐름도를 개발하여 련 업무수행을

한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시하 다.

2. 론  배경

2.1 R&D 과 리 론

학문 의미의 연구개발 성과 개념은 연구과정에서

창출되어 공개 으로 이용가능하게 되는 독창 이고 가

치가 있는 모든 지식으로 정의된다[16]. 법 의미의 연

구성과는 「국가연국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 등에 한법률」에서 연구성과를 연구개발을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 성과와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 성과로 정의하고 있다[17]. 법 으

로 정의된 바와 같이 R&D사업 연구성과의 유형은 과학

기술 성과와 경제․사회․문화 성과로 분류되며, 단

기･직 으로 발생하는 1차 성과와 장기･간 으로

발생하는 2차 성과로 구분할 수 있다[18]. 여기서 직

성과는 연구결과로부터 직 으로 생되는 산출물

로서 학술논문, 특허, 소 트웨어, 정책제안, 시제품 등

이 해당된다. 간 성과는 직 성과의 활용결과에의해서

얻어지는 연구성과와그에 한 기 효과를포함하는 개

념으로써, 기술이 사업화를 통한 창업, 매출증 , 

수입 체, 비용 감 등의 기업활동에 련된 지표 는

후속연구에 의한 연구성과, 언론홍보 시회 등을 통

한 과학기술에 한 사회 인식 제고 등이 포함된다.

R&D 성과 리는 이러한 직 성과와 간 성과를 도

출하기 하여 사업 기획단계에서부터 성과활용․확산

에 이르는 과정에 한 리를 의미한다. Lee et al. 

(2007)은 연구성과 리는 성과물 련 정보의 유통, 거

래, 이 (Transfer) 등 공 자(연구개발자)로부터 수요자

(활용자)로의 확산(R&D diffusion)을 진하기 한 성

과의체계 수집, 장, 분석 확산등 과정에 한

인 ․물 리 활동을 의미한다고 하 다[19]. 그러나

궁극 으로 R&D 성과 리는 기술거래 뿐만 아니라 후

속연구 수행, 기술이 (실시)을 통한기업 매출액 증 에

그 목 이 있다. 이러한 성과활용․확산 결과는 후속사

업 기획에 반 됨으로써성과 리의 선순환 체계가 구축

될 수 있다.

성과계획 수립-성과조사․분석-성과평가-성과홍보

활용․확산으로 이어지는 R&D 성과 리 주기 단계는

이 단계가 후속단계에 향을주는 체계로 서로 연계되

어 있다. 사업 기획단계에서 사업의 성과목표․지표를

사 설정하고 사업 산이 확정되면 사업이 착수된다. 

사업 시행단계에서는 성과목표․지표에 따라 성과실

을 조사․분석한 후 그 결과를 근거로 과제단 는 사

업단 R&D 성과평가를 수행한다. 이러한 성과평가 결

과는 추후 R&D 활동의 기획 효율 산 배분을

한 정책 수립에 요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5].

2.2 PMBOK 개

PMBOK는미국의 로젝트 리 회(Project Management 

Institute, PMI)에서 로젝트 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본 지식을 체계화한지침서로서 로젝트에필요한착

수, 기획, 실행, 감시 통제, 종료의 5개 로젝트 로

세스 그룹과 10개 지식 역별 47개 로세스를 제시하

고 있다. 지식 역은 문분야, 로젝트 리 분야 는

특수 분야를 구성하는 개념, 용어 활동들의 집합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지식 역은 로젝트 통합 리, 로

젝트 범 리, 로젝트 시간 리, 로젝트 원가 리, 

로젝트 품질 리, 로젝트 인 자원 리, 로젝트

의사소통 리, 로젝트 험 리, 로젝트 조달 리, 

그리고 로젝트 이해 계자 리를 가리킨다. 각 지식

역에서는 로세스 입력물과산출물에 한자세한설

명과 각 결과물을 산출하기 해 로젝트 로세스에

주로 사용된 도구와 기법에 한 설명을 보충 정보로 제

공한다[20]. 

Fig. 1은 로세스 각 지식 역 간 일정개발 로

세스의데이터흐름도를제시한 시로써 검정색 선은

범 내 지식 역 계를나타내고, 회색 선은범 외

지식 역 계를 나타낸다. 「6.6 일정개발」 로세스

를 수행하기 해서는 범 내 지식 역에서 「6.1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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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계획 수립」, 「6.2 활동정의」, 「6.3 활동순서 배

열」, 「6.4 활동자원 산정」, 「6.5 활동기간 산정」의

5개 로세스와 「11.2 험확인」 「5.3 범 정의」

등 범 외 지식 역에서 5개 로세스가 여되고 일정

리계획, 활동목록 등 각 로세스의 산출물이 일정개

발 로세스를 수행하기 한 입력물이 된다. 한 일정

개발 로세스 수행 결과 도출되는 로젝트달력, 로

젝트일정 등 개별 산출물들은 다음 수행 로젝트인

「6.7 일정통제」, 「7.2 원가산정」, 「7.3 산책정」, 

「12.1 조달 리계획수립」 「4.2 로젝트 리계획

서 개발」의 로세스의 입력물이 된다.

Fig. 1. Develop Schedule Data Flow Diagram of 

Project Time Management[20]

3. PMBOK  목한 과 리 체계 

3.1 프로 트 지식 리체계 용  검토

PMBOK에 따르면, 로젝트는 고유의 제품, 서비스

는결과물을 창출하기 해 투입하는 일시 인노력으

로 정의할 수 있다. 로젝트는 시작과 종료기간이 설정

되어 있어 ①일정한 수행기간과 ② 한정된자원으로 수

행되며, ③ 로젝트마다유일한목표를 갖고 있다. 한

로젝트 반보다 마지막으로 갈수록 목표 실 가능성

는결과물이구체화되는 ④ 진 구체화의 4가지 특

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로젝트의 특성은 성과계획-성

과조사․분석-성과평가-성과홍보 활용․확산의 성과

리 체계와도 련성이 있다. 성과 리 체계는 성과확

산이라는유일한목표를달성하기 해수행기간과 산

인력의 자원이 한정 이다. 한 사업기획단계에서

성과활용․확산 로세스로 갈수록 목표 달성여부가 명

확화 된다. 따라서 R&D 성과 리는 로젝트와 유사성

이 있으며, R&D 성과 리 로세스 구축을 해

PMBOK에서 제시하고 있는 로젝트 리 체계를 용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2 프로 스 그룹별 재난안  R&D 과 리 

체계

본 연구에서는 PMBOK에서 제시한 5개 로젝트

로세스 그룹과 10개 지식 역별 47개 로세스를 기반

으로 국가 R&D 성과 리․평가․활용 련 법․제도를

수 조사하여 재난안 분야 R&D 성과 리에 필요한

로세스를 구성하 다. 로세스 그룹은 R&D 성과

리의 목 을 고려하여 PMBOK에는 없는 “확산 환

류” 로세스 그룹을 추가하 으며, 로젝트 헌장개발, 

이해 계자 식별 로세스가 포함된 로젝트 리의

“착수” 로세스 그룹은 R&D 성과 리에 해당하지 않으

므로 제외하 다. 지식 역 로세스는 재난안

R&D 성과 리에 련된 법령 규정 검토를 통해 구

성하 다. 

재난안 R&D 성과 리에 련된 법령 규정은

「과학기술기본법」의 7개 조항,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성과 리에 한 법률」의 11개 조항, 

「재난 안 리 기본법」의 3개 조항 등 3개 법령

21개 조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

정」의 12개 조항과 부처 자체 규정인 「행정안 부 소

재난안 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의 4개 조항

등 2개 규정 16개 조항이 있으며, 재난안 R&D 성과

리 련 제도로는「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13~’1

7)」과「제3차 국가연구개발 성과평가 기본계획(2016~ 

2020)」등 4개의 법정 계획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17, 21-25]. 본 연구에서는 련 법, 규정 상 계획

조사결과를바탕으로 R&D 성과 리 법정업무를 사업기

획, 성과계획, 성과조사․분석, 성과 리, 성과평가, 성과

홍보, 성과활용․확산의 7단계로 분류하 고(Table 1), 

련 업무분석을통해 5개 로세스 그룹, 7개 지식 역

47개 로세스로 체계를 구성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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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R&D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according to legal grounds in disaster 

management field 

3.3 ITO 개발 상 지식 역 

기존 행정안 부 재난안 분야 R&D 성과 리 업무

분석을 통해 취약분야를 도출하 다. 앞서 도출된 5개

로세스 그룹과 7개 지식 역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Fig. 2와 같이 각 지식 역에서 2개 이상 로세스에

한 신규추진이 필요한 경우 “취약” 지식 역, 각지식

역에서 최소 1개 로세스에 한 신규 추진이 필요한

경우 “보완필요” 지식 역으로 평가기 을 설정하 다. 

이에 따라 계기 의 업무분장 련 문건 담당자 면

담조사를통해 행 R&D 성과 리 업무 분석결과 재난

안 R&D 성과 리 업무는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

에 한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2. Weak Knowledge Areas of R&D Performance 

Management

Steps
Laws, Regulations and Plans in relation with R&D 

Performance Management in Disaster Management Field

1. Project 

Planning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Article 12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4

•The Third Basic Plan For Science And 

Technology(’13~’17)

2. 

Performance 

Planning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Article 6

3. 

Performance 

Survey and 

Analysis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 Article 26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Article 12-2, Article 14

•Regulation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Disasters And Safety Field Of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rticle 41, Article 47

4. 

Performance 

Managem-ent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1-3, Article 11-4, Article 16-2, Article 26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Article 17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3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15, 

Article 20, Article 22, Article 25, Article 33

•Regulation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Disasters And Safety Field Of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rticle 47

•The Basic Plan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And Utilization(’16~’20)

5. 

Performance 

Evaluation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2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Article 7, Article 8, Article 10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16, 

Article 17

•The Third Basic Plan For The Performance Evaluation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2016~2020)

6. 

Performance 

PR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18

•Regulation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Disasters And Safety Field Of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rticle 44

7. 

Performance 

Diffusion

•Framework Act On Science And Technology, Article 

11-3, Article 16-3, Article 16-4, Article 26

•Act On The Performanc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TC., Article 10, Article 15

•Framework Act On The Management Of Disasters 

And Safety, Article 71, Article 72, Article 73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Article 21

•Regulations On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Disasters And Safety Field Of Ministry Of Interior 

And Safety, Article 46

•The Basic Plan For The Performance Management 

And Utilization(’16~’20)

•Second Comprehensive Plan For Development Of The 

Management Technology Of Disasters And Saf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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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의 로세스 실제

로 수행 인업무는성과활용확산계획 수립 로세스에

불과하 으며, 우수기술 발굴, 기술특성 분석, 기술가치

평가,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술요약서(Technology 

Summary, TS) 기술소개서(Sales Material Kit, SMK) 

작성, 기술마 의 6개 로세스는 세부활동목록 정의

를 통해 업무개발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의 로세스 실

행에 필요한 ITO를 정의하여 련 업무수행을 한 기

자료로 제공코자 하 다.

3.4 과활용․확산 지식 역 ITO 개발

본 연구에서는 「7.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은 7

개의 로세스로 구성되는데 계획단계에서 성과활용․

확산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단계에서 우수기술 발굴, 기

술특성 분석, 기술가치 평가,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술

요약서 기술소개서작성 로세스를통해기술마

을 한 입력물을 완성한다. 마지막 종료단계에서 기술

마 을통해우수기술이 이 되고 기업의 매출액이발

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각 로세스별

ITO를 개발하 고(Fig. 3), 업무활용도를 높이기 해

Knowledge

Areas

R&D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groups

Planning Process 

Group

Executing Process

Group

Monitoring and Controlling 

Process Group

Closing 

Process Group

Diffusing and 

Feedback Process 

Group

1. Project 

Planning

1.1 Plan Project 

Planning

1.2 Make Planning Report

1.3 Make up Budget of Research 

Projects

1.4 Reply to Budget 

Deliberation

1.5 Decide Project  

Budget and 

Procedure 

2. Performance 

Planning

2.1 Plan 

Performance 

Index and 

Goal Setting

2.2 Set up Performance Index and 

Goal 

2.3 Make up Performance Plan 

Report

2.4 Inspect Performance

Index and Goal

2.5 Reply to Control 

Performance Plan

3. Performance 

Survey and 

Analysis

3.1 Plan 

Performance 

Survey and 

Analysis

3.2 Implement Performance Survey

3.3 Implement Statistical 

Performance Analysis

3.4 Implement Follow-up Survey

3.5 Check Result of 

Performance Survey 

and Analysis

3.6 Control Result of 

Performance Survey 

and Analysis

3.7 Determine  

Performance Survey

and Analysis Result

3.8 Make R&D 

Performance Result 

Report

4. Performance 

Management

4.1 Plan 

Performance 

Management

4.2 Make Performance 

Management Manual

4.3 Manage Intellectual Property

4.4 Manage Royalty & Sales

4.5 Manage Technology 

Classification System

4.6 Educate Researcher

4.7 Reply to Parliamentary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4.8 Manage 

Performance 

Utilization 

Result

5. Performance 

Evaluation

5.1 Plan 

Performance 

Evaluation

5.2 Select Project 

for 

Performance 

Evaluation

5.3 Perform Mid-term 

Self-evaluation

5.4 Perform Termination 

Self-evaluation

5.5 Perform Follow-up 

Self-evaluation

5.6 Perform Specific Performance 

Evaluation

5.7 Control Mid-term 

Performance 

Evaluation

5.8 Control Termination

Performance 

Evaluation

5.9 Control Follow-up 

Performance 

Evaluation

5.10 Determine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5.11 Feedback 

Result of 

Performance 

Evaluation

6. Performance 

PR

6.1 Plan 

Performance 

PR

6.2 Publish Performance Summary

6.3 Host and Participate in R&D

Performance Conference

7. Performance 

Diffusion

7.1 Plan 

Performance 

Diffusion 

7.2 Discover Excellent  

Technologies

7.3 Analyze Technology 

Characteristics 

7.4 Assess Technology Value

7.5 Develop Business Model

7.6 Fill in TS and SMK

7.7 Perform Technology 

Marketing

Table 2. R&D Performance Management Process Group and Knowledge Area Mapp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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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활용․확산 지식 역의 로세스 주요 ITO에

한 정의를 제시하 다.

3.4.1「7.1 과활용․확산 계획 수립」프로 스

R&D 사업 종료 후발생하는 연구성과의 가치창출연

계를 해 부처 차원의 성과활용·확산 계획을 수립하는

로세스로써, 입력물은 재난안 R&D 성과, 성과활용

실 보고서, 성과홍보계획서, 조직 로세스 자산

(Organizational Process Assets, OPA)이 해당된다. 여기

서 조직 로세스자산이란 R&D 성과 리 수행조직에서

사용하는 계획, 로세스, 정책, 차 기반지식 일체

를 포함하며, 조직의 정책과 기록문서 등을말한다. 도구

기법으로 외부 문가와 내부 문가로 구성된 문가

원회 등을 의미하는 문가 단기법과 인스토 , 

갈등해결, 문제해결, 회의 리 등의 기법인 퍼실리테이

션 기법이있으며, 성과의 활용·확산을 한 활동 계획과

성과활용·확산활동의 모니터링 계획을 담은성과활용확

산계획서를 수립한다.

3.4.2「7.2 우수 술 발 」프로 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한 기술을 발굴하는 로

세스로써 입력물은 성과활용확산계획서, 재난안 R&D 

성과, 지 재산, 기술실시건, 간․종료․추 평가 자

체평가 결과가 해당된다. 여기서 기술실시건은 R&D를

통해 기술실시계약이 체결된 기존 기술 사업화로 이

어지지 않은 건으로 추가 지원이 필요한 건으로 제한되

며, 간․종료․추 평가 자체평가 결과는 R&D 사업

성과평가 자체평가 수 향상에 기여한 우수과제의

성과를 상으로 한다. 도구 기법은 문가 단, 특

허평가보고서, 발명자 인터뷰(Lab. 미 ), 기술수요조사

TRL(Technology Readiness Level) 분석이 있으며, 

본 로세스를 통해 재난안 R&D 우수기술, 추 리

상 기술/과제 자산실사 평가표가 산출된다.

Fig. 3. ITO of R&D Performance Diffu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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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7.3 술특  」프로 스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우수기술을 상으로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 분석을 수행하는 로세스로

써 재난안 R&D 우수기술, 자산실사평가표, 기획보고

서, 지 재산, 기술분류체계가 입력물로 투입된다. 여기

서 기획보고서란 사업기획단계에서 산을 확보하기

해 작성하는 보고서이며, 기술분류체계란 상기술을 분

류하기 한 자료로 국가과학기술표 분류체계, 산업분

류체계, 재난안 기술분류체계 등을 말한다. 본 로세

스에서는 문가 단, 특허평가보고서, 발명자 인터뷰

(Lab. 미 ), 기술수요 조사와 상기술을 활용하여 생산

되는제품의 가격 품질경쟁력, 매출 망, 흐름 등

사업 망 반에 하여 평가하는과정인사업성분석을

통해 기술특성분석 결과를 도출한다.

3.4.4「7.4 술가치 평가」프로 스

연구성과가 경제 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부분을

측하기 해 수행하는 로세스로써 기술특성분석 결과, 

기술가치평가 결과, 지 재산, 성과활용실 보고서를 바

탕으로 시장 근법, 소득 근법, 비용 근법으로 구분되

는 가치평가 근법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개

발 운 하고 있는 웹 기술가치 자가평가 시스템인

STAR-Value 시스템을 통해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도출

한다.

3.4.5「7.5 비즈니스  개발」프로 스

기술이 기업의 가치창조 수익 획득에 기여하는 모

델을 개발하는 로세스로써, 기술특성 분석 결과, 기술

가치평가 결과, 지 재산, 성과활용실 보고서가 입력물

이다. 도구 기법으로는 기술의 타깃시장이 어디이고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결정하는 타깃시장 분석과 신규

진출 기업의 험, 기존 경쟁자간 경쟁, 체제의 , 

구매자의 교섭력, 공 자의 교섭력 등 5가지 항목에

하여 산업의 매력도를 평가하는 산업구조 분석이 있다. 

본 로세스의 최종 산출물은 기업이 어떻게 가치를 창

조하고 고객에게 달하며, 어떤 방법으로 수익을 획득

하는가를 설명하는 모델[26]인 비즈니스 모델이다.

3.4.6「7.6 술 약  및 술 개  」프로

스

기술마 에서 활용되는 기술요약서와 기술소개서

를 작성하는 로세스로써 기획보고서, 기술분류체계, 

조직 로세스 자산 등을 바탕으로 문가 단을 통해

간략한기술 정보를 포함한 로셔인기술요약서와 공개

가 가능한 기술 정보를 담은 10장 내외의 기술소개서를

작성한다.

3.4.7「7.7 술마케 」프로 스

개인 는 조직이 기술거래를 달성하기 해 지 재

산권, 작권, 노하우등 기술의 가격결정, 진, 유통을

실행하는 과정으로서 성과활용․확산의 최종 단계인 종

료 로세스그룹에 해당하며, 기술요약서 기술소개서

와 그외 성과발표회참가자 명부, 인 네트워크 조직

로세스 자산을 입력물로 활용한다. 기술마 의 유형

을 선택하는 기법인 기술마 채 분석, 기술은행

(National Tech-Bank, NTB) 등 기술거래정보시스템, 기

술설명회 기술이 상을통해 기술소유자와 수요자

간 기술이 이 계약되고 기술실시보고서 기업매출액

이 산출된다.

3.5 과활용․확산 지식 역 터흐 도 개발

본 연구에서는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의 7개 로

세스에 하여 정의된 ITO를 바탕으로 련 업무에

한 이해를 돕고자 PMBOK에서 로젝트 리를 해

제시한 바 있는 데이터흐름도를 재난안 R&D 성과활

용․확산 로세스에 용하여 제시하 다(Fig. 4). 

「7.1 성과활용․확산 계획 수립」업무를 수행하기

해서는 범 외 지식 역에서 「3.6 성과조사분석보고

서 작성」, 「4.8 활용성과 추 리」, 「6.1 성과홍보

계획수립」,「R&D 리기 /조직」등 4개 로세스가

여되고 개별 로세스의 산출물들이 성과활용․확산

계획을 수립하기 한 입력물이 된다. 「7.1 성과활용․

확산 계획 수립」 로세스 수행으로산출되는성과활용

확산계획서는 「7.2 우수기술발굴」, 「5.5 종료평가(자

체)」 「5.6 추 평가(자체)」 로세스의 입력물이

된다. 로세스 ITO 데이터 흐름에 한 동일한 설명이

「7.2 우수기술발굴」에서 「7.6 기술요약서 기술소

개서 작성」 로세스에 해당되며 궁극 으로 「7.7 기

술마 」 로세스 수행을 통해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의 최종 산출물인 기술실시보고서가 제출되고 기업

매출액이 발생한다. 「7.7 기술마 」 로세스의 산출

물은 「4. 성과 리」지식 역의 「4.8 활용성과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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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lan Performance Diffusion (b) Discover Excellent Technology

(c) Analyze Technology Characteristics (d) Valuate Technology

(e) Develop Business Model (f) Fill in TS and SMK

Process within a Knowledge Area

Process outside of a Knowledge Area

Inter-knowledge Area Relationships

Extra-knowledge Area Relationships

Red Letters Input/Output

(f) Perform Technology Marketing (g) Legend

Fig. 4. Data Flow Diagram of R&D Performance Diffus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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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의 입력물이 되어 지식 역 외 로세스와 연계된다.

4. 결론

행정안 부는 재난안 R&D를 체계 으로 리하고

업무 문성 강화를 해 최근 R&D 련 부서를 신설

하는 등 조직개편을 완료하 다. 그러나 여 히 부처 내

R&D 성과확산을 한 업무 담조직이 없고 성과 리체

계 구체 인 성과확산 실행방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

아서 R&D를 통해 개발된 기술이 실용화 성과로 이어지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제공

인 로젝트 리 지식체계 지침서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에서 제시한 로젝

트 리체계를 도입하여 성과 리에 한 주기 로세

스를 정의하고 성과활용․확산을 한 로세스 ITO를

개발하 다. 

PMBOK에서는 로젝트 리를 해 5개 로세스

그룹, 10개 지식 역 47개 로세스로구성되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R&D 성과 리 업무 차에 따라 5개

로세스그룹과 사업기획, 성과계획, 성과조사․분석, 

성과 리, 성과평가, 성과홍보 성과활용․확산의 7개

지식 역으로 구성하고 로세스그룹-지식 역별 47개

의 로세스를 구축하 다. 한 구축된 5개 로세스

그룹과 7개 지식 역 매트릭스를 바탕으로 기존 R&D 

성과 리 업무를 분석한 결과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

에 한 업무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재난안 분야 R&D 성과 리 취약분야인 성과활용․

확산 지식 역을 상으로 세부 로세스를 정의하 다.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은 계획단계에서 성과활용확

산․계획수립과 실행단계에서 우수기술 발굴, 기술특성

분석, 기술가치 평가, 비즈니스 모델 개발, 기술요약서

기술소개서 작성, 그리고 종료단계에서기술마 의

로세스로 구성된다. 한 로세스별 ITO를 정의하고

로세스 간 입력물과 산출물이 포함된 데이터흐름도를

개발하여 성과활용․확산 련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 자료를 제시하 다.

향후에는본 연구에서 제안한 재난안 분야 R&D 성

과확산 련 로세스가 실제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

을지에 한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연구에서제안

한 로세스를 재난안 R&D 성과 리 담당자에게 실

제로 성과활용․확산 업무에 직 용토록 제안하여실

무 에서 로세스 업화를 한개선 을 찾는데

추가 연구를 수행할 정이다. 이를 통해 개선된 로세

스는 부처 R&D 성과확산 활용 업무 문성 확보

실용화 성과 도출에기여할 수있을것이라 단된다. 

한 추가 연구를 통해 성과활용․확산 지식 역 이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다른 6개 R&D 성과 리 지식 역

에 한 ITO와 데이터흐름도를 개발하고, 도구 기법

의 상세 분석방법을 제시할 정이다. PMBOK가 모든

로젝트 리 업무를 수행하기 한 지침서가 된 것처

럼 성과 리업무지침서를 개발하여 재난안 R&D 성과

리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침서로 활용한다면, 보다 효

율 이고 문 인 재난안 R&D 성과 리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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