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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평가는 신청된 과제 중에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를 위해 신청된 각 세부과제의 기술 분야 전문가가 해당 과제의 

계획서를 중점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평가 위원의 평가 지표 점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평가 위원의 

평가 의견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적용되는 평가 지표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선별 평가를 위한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여 과제 평가 선정의 오차

를 줄이고,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AHP 기반 국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을 제안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할 수 있었으며, 부여된 가중치 배점을 이용하

여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주제어 : 계층적 분석 방법, 국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 과제 평가

Abstract  Professionalism, objectivity, and fairness are highly required in the assessment of tasks in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Experts in the technologies should thus focus on the task’s 

plan in the review process. The same scores in the assessment, however, do not mean that the judges 

don't have the same opinions. Another problem is the possibility that different weights can be applied 

for evaluation indexes. This study proposed an AHP-based assessment criteria decision system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tasks to reduce errors in task assessment and selection and improve 

th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by objectifying the evaluation criteria of each index. As a result, the 

assessment criteria were objectified for each index in the projects. In addition, the professionalism and 

fairness of experts were secured in the process of setting assessment criteria for each index based on 

the given marks of we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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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국가 R&D 사업 집행 규모는 2018년 19조 

7,759억 원으로 Fig. 1과 같이 연평균 2.9%로 꾸준히 증

가하였으며, 정부 통합 재정 규모도 또한 연평균 증가율

의 0.6배 수준으로 점점 증가하고 있다[1].

Fig. 1. Current implementation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in 2018[1]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과제 평가는 신청된 과제 중에

서 기술성 또는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 및 객관성, 공정성이 요구된다. 이

를 위해 신청된 각 세부과제의 기술 분야 전문가가 해당 

과제의 사업계획서 등을 검토하는 서면평가, 과제 책임자

의 발표 평가, 연구자 현장 평가 등 사업화 가능성을 평

가하여 지원대상 과제를 선별한다. 보통 과제를 평가할 

때 활용되는 평가 기준을 이용하여 각 지표별로 평가한 

지표별 점수를 합계하여 평가 점수를 산출하게 된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평가 위원의 평가 지표 점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평가 위원의 평가 의견이 동일하다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적용되는 평가 지표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2].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

여 과제 평가 선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으며, 국가 연구

개발 사업 선별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 및 향상

시킬 수 있는 AHP 기반 국가 연구개발 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2. 관련연구

2.1 AHP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는 Saaty에 의해 

제안된 기법으로 안건을 평가할 때 평가 기준과 의사 내

용에 대한 자료들을 취합하여 체계적으로 평가하는 의사

결정 기법을 말한다[3-5].

AHP의 의사결정 평가 방식은 문제 해결을 위해 구성

된 평가 대상의 기준을 계층화하고, 평가하고자 하는 평

가 대상을 선정하여 1:1 비교(쌍대 비교) 방법을 이용하

여 각각의 가중치를 결정한다. 가중치를 결정할 때 

Saaty가 제안한 9점 척도를 사용하여 1:1 비교를 진행해

도 되며, 연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척도를 제시하여 평

가를 진행해도 된다[6-8].

1:1 비교 방법을 통해 각각의 가중치를 도출한 상태에

서 평가 대상의 검증을 위해 일관성 지수를 통한 검증을 

실시하며, 일관성 지수가 0.1 이하이면 해당 평가 대상은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평가 대상의 가중치를 

선정하게 된다. 이후 일관성 검증이 완료된 각각의 평가 

대상의 1:1 비교 가중치를 취합하여 최종 점수(최종 가중

치)를 채택하게 되며, 이 가중치를 안건을 평가할 때의 

평가 기준으로 선정하게 된다[6,7,9-11].

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국가 연구개발 사업

의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여 평가 선정의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으며, 또한 국가 연구개발사업 선별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2.2 국가 연구개발 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은 중앙 행정 기관이 법령에 근거

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 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 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

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을 의미한다. 최근 지식기반 

경제와 특히 4차 산업 혁명 시대에는 지식기반의 연구개

발 투자가 국가 경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국가 연

구개발 사업의 성과가 국가 경쟁력 강화에 중요한 요소

로 등장하게 되었다[1, 12].

현재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패러다임은 범세계적으로 

재정투자 중심에서 성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전략 또한 실용

적이고, 미래 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성과의 창출

과 창출된 성과의 활용에 주목하고 있다.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대한 규정」제 17조에 따르면 국가 연

구개발 사업의 목적을 연구개발 결과에 활용하는데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 등, 국가 연구개발 사업 연구성과의 

R&BD(Research & Business Development)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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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13]. 

그러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최상위 규정에서는 연구

개발 계획서에 명시되어야 할 항목 및 선정평가 시 검토

해야 할 항목만을 규칙으로 정하였을 뿐, 선정평가 기준

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14,15].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

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성적인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전

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과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

법을 활용하여 보다 기술적·경제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자 한다.

3. AHP 기반 국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HP 기반 국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은 Fig. 2와 같이 구성된다.

Fig. 2. System Structure

해당 시스템은 Input 모듈, Processing 모듈, 

Verification 모듈, Selection 모듈, Database로 구성

되어 있다. 해당 시스템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선

정할 때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객관화하여 과제 평가 선

정의 오차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3.1 Input 모듈

Input 모듈은 제안된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할 

때 해당 전문가가 즉, 평가 위원들이 연구개발 과제를 선

정하기 위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평가 기준을 각각 1:1 

비교를 하는 모듈이다. 

평가 기준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별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 및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항목

을 채택했다. 채택된 항목은 Fig. 3과 같다.

Fig. 3. Hierarchy of selection and assessment for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여기서, Level. 1은 AHP 의사결정 시스템의 목표를 

의미하며,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별 평가의 전문성 및 공

정성을 확보 및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는 전반적인 

항목을 나타낸다. Level. 2는 AHP 의사결정 시스템의 

목표의 대안(요소)을 의미하며, Level. 1에 대한 세부적

인 항목을 나타낸다.

Fig. 3에서의 기술성은 기술개발의 실패 위험 또는 초

기 투자 비용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부가 지원해

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기술개발 필요성)와 기술개발이 

기존에 없던 새로운 시장 창출이 가능한가(기술개발 독

창성)와 기술개발의 목표 및 개발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

당한지(기술개발 구체성)를 판단한다.

Fig. 3에서의 사업성은 단기간 내에 기술개발 및 상용

화가 가능한지(기술개발 상용화 가능성)와 기술개발로 

인하여 시장 창출 및 고용 창출 등 성과를 이룰 수 있는

지(성과 및 기대효과 적정성)를 판단한다.

Input 모듈을 통해 평가 위원들이 중요하다고 판단되

는 평가 기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평가 항목을 수정할 수도 있다.

3.2 Processing 모듈

Processing 모듈은 Input 모듈을 통해 평가 기준을 

1:1 비교한 수치를 기하 평균법을 이용하여 평가 기준에 

대한 최종 가중치를 도출하는 모듈이다. Input 모듈을 

통해 산출된 수치를 기하 평균법으로 합산한 값을 정규

화하여 최종적으로 가중치를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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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Factors

Necessity Originality Specificity Weight

Necessity 1 1.3197 0.7917 0.3325

Originality 0.7578 1 0.6662 0.2610

Specificity 1.2631 1.5011 1 0.4065

Table 1. Weights of sub-elements of technology

Table 1은 Fig. 3의 기술성에 관한 하위 요소의 가중

치를 도출한 결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별 평가를 위

해서는 기술개발의 목표 및 개발 방법이 구체적이며 타

당한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Table 

1의 가중치는 각 행의 기하평균 값을 1이 되도록 정규화

한 결과로 도출 과정은 다음과 같다.











 ∙  ∙ 
 ∙  ∙ 
 ∙  ∙ 















   식(1)































           식(2)

3.3 Verification 모듈

Verification 모듈은 최종적으로 도출한 가중치가 평

가 대상의 평가 기준으로서 맞는지 판단 및 검증을 하는 

모듈이다. 일관성 지수가 0.1 이하이면 해당 평가 대상의 

평가 기준이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해당 평가 기준

의 가중치를 선정하게 된다.

일관성 지수는 Processing 모듈에서 얻은 가중치와 

Input 모듈에서 평가 기준을 비교한 행렬을 이용하여 산

출한 최대 고유치를 이용한다. 일관성 지수는 식 (3)을 이

용하여 도출할 수 있으며, 최대 고유치는 식 (4)의 요소의 

개수에 대한 평균을 의미한다.

  

max  
식 (3)

 


  식 (4)

식 (3)에서 max는 최대 고유치를 의미하며, 은 

요소의 개수를 의미한다. 식 (4)에서는 는 Input 모

듈에서 평가 기준을 1:1 비교한 행렬을 의미하며, 

는 Processing 모듈에서 도출된 가중치를 의미한다. 즉, 

Table 1에서는 max가 3.001을, 이 3임을 알 수 있

다.

3.4 Database

본 연구의 시스템을 구성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에는 

연구개발 과제의 각 평가 기준을 1:1로 비교한 데이터의 

가중치 정보와 평가 대상의 평가 기준으로서 알맞은지 

검증을 한 결과 정보가 저장된다. 

Fig. 4는 이를 설계한 개체-관계 모델링으로 I/E 표기

법에 따라 평가 위원 정보 테이블과 국가 연구개발 과제 

테이블을 M:N으로 설정하여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해당 

국가 연구개발 과제를 평가할 수 있다. 해당 연구개발 과

제는 하나의 계층 구성 정보가 있어 이를 구성하고 있는 

목표와 대안(요소)의 가중치를 저장할 수 있으며, 최종적

으로 평가 기준을 선택할 때 해당 계층 구성 정보에서 우

선순위가 높은 평가 요소를 선택할 수 있다.

Fig. 4. Database Schema

4. 실험 및 평가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AHP 기반 국가 연구개발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해 8대 혁신성장 

분야 관련 기술 전문가 4-6인 이내로 구성하여 총 16개 

분과, 총 167개 과제에 대한 79명 전문가를 위촉하여 평

가를 진행하였다. 

8대 혁신성장 분야는 초연결 지능화, 정밀 의료, 신재

생 에너지, 스마트 농림 수산, 스마트 시티, 고 기능 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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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율 주행차 및 지능형 로봇으로 구성되었으며, 16개 

분과는 빅 데이터, 사물 인터넷, 인공지능, 초연결 지능

화, 정밀 의료, 신재생 에너지, 스마트 농림 수산, 스마트 

시티, 드론, 자율 주행차 및 지능형 로봇으로 구성되었다.

사업성 하위 요소의 가중치를 도출한 결과는 Table 2

와 같다.

Assessment Factors Weight

Commercial Possibility 0.775

Performance 0.225

Table 2. Weights of sub-elements of feasibility

Table 2의 결과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별 평

가를 위해서는 단기간 내에 기술개발 및 상용화가 가능

한지를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다.

최종적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별 평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 및 향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기 위해

서 고려해야 할 요소의 결과는 Table 3과 같다. 

Assessment Factors Weight

Technology 0.552

Feasibility 0.448

Table 3. Weights of elements to be considered in 

the selection and assessment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Table 3의 결과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 선별 평

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 및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성을 중점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평가 과정에서 평가 위원의 평가 지표 점수가 

같다고 하더라도 평가 위원의 평가 의견이 동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적용되는 평가 지표의 가중치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의 오

차를 줄이기 위한 각 평가 대상의 배점을 객관화한 가중

치는 Table 4와 같다.

Table 4를 이용하여 각 분야의 전문가가 평가한 평가 

자료를 통해 각 지표별 평가 대상의 배점을 부여할 수 있

으며, 부여된 배점을 통해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의 가중치

를 객관적으로 도출할 수 있다. Table. 4의 가중치는 각 

지표별 평가 대상의 배점의 기하평균 값을 1이 되도록 

정규화한 값을 본 연구의 종합 가중치 비율로 도출한 것

과 같다. Table 4의 결과를 통해 새로운 국가 연구개발 

과제의 평가 기준을 산정할 때 해당 가중치를 평가 대상

의 배점의 보정 값으로 적용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Intensity
Technology

Necessity Originality Specificity

Very Good 0.1838 0.1442 0.2241

Good 0.0986 0.0771 0.1225

Normal 0.0534 0.0419 0.0665

Insufficient 0.0292 0.0233 0.0361

Very 
Insufficient

0.0166 0.013 0.0201

Table 4. Weights based on the objectified marks of 

each object in assessment 

Intensity
Feasibility

Commercial Possibility Performance

Very Good 0.3472 0.1006

Good 0.1837 0.0582

Normal 0.0970 0.0324

Insufficient 0.0526 0.0184

Very 
Insufficient

0.0293 0.0105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연구개발 사업별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

준을 마련하기 위해 정성적인 기준을 정하기 보다는, 전

문가의 전문적인 의견을 과학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방

법을 활용하여 보다 기술적·경제적 성공 가능성이 높은 

기술개발 과제를 선정하고자 하는 AHP 기반 국가 연구

개발 과제 평가 기준 결정 시스템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지표별 평가 기

준을 객관화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부여된 가중치 배

점을 이용하여 각 지표별 평가 기준을 선정하는 과정에

서 각 분야의 전문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

었다.

추후, 각 지표별 척도에 대한 평가 배점의 불확실성 및 

모호성을 해결할 수 있는 Fuzzy-AHP를 통해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의 지표별 평가 기준의 전문성 및 공정성을 확

보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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