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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Abstract

선진국의 견제와 후발국의 추격 속에 성장을 지속하기 

해서는 R&D투자의 확 와 함께 투자 효율성 제고가 

두되고 있으며,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해서는 연구기 별로 산재되어 있는 우수유망 

연구성과를 체계 으로 리  공유하여 사업화 지원하

는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개발을 통해 산출되

는 연구결과물 에서 기술이 이나 사업화가 가능한 기

술과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

는 기술들을 보다 체계 으로 발굴, 리할 수 있는 우수

유망기술 리체제 구축 방안에 해 논의한다.

The need for promoting the effectiveness of R&D 

investment is a big issue for a country aiming to 

accelerate the growth of economy. A system for 

systematically managing and utilizing of excellent and 

promising R&D output for industrial use is required to 

meet this goal. This study focuses on the technologies 

that can be commercialized or create more value added 

outcome through following researches. The construction 

of a system for finding and managing such technologies 

is the main issue of this study.

I. 서 론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제고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

기 해 막 한 R&D 자원이 연구소나 학, 기업 장에 투입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술경쟁력 제고에 실질  도움을  

수 있는 R&D 성과의 확산  사업화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

다.[1] R&D성과확산  사업화를 진하기 해서는 R&D의 

사 기획 단계부터 략 , 경제  잠재가치를 지닌 R&D 투

자기획안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요하며, 연구개발 종료 이후

의 사후 리단계에서도 성과증   사업화를 진할 수 있는  

우수유망기술 리 체제가 국가  차원에서 실히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우수유망한 기술의 활

용 확산을 효율 으로 리할 수 있는 정보항목과 로세스 

구축 방안을 제시하여 국가차원에서의 우수유망기술정보의 

수집  리체계를 확립하고, 집 리를 통해 보다 공격

인 기술이   사업화 체제로의 환과, 아울러 범부처 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단계에서 이  우수한 연구사업의 

공동활용을 통해  후속연구를 발굴하여 국가차원의 선순환  

연구체제를 확립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II. 현황 및 문제점
우수유망기술에 한 황  문제 을 연구성과 리, 연구

성과 활용, 정책  측면에서 살펴보고, III장에서 이를 토 로 

필요로 하는 정보항목  리체제 모델을 도출해 본다. 

1. 연구성과 관리 측면
1.1. 기술이 우수하고 사업화가 유망한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활용하는 략 인 리가 필요함.

1.2. 국가R&D과제 연구성과에 해 우수한 기술에 한 별도

의 기술평가를 실시하지 않음.

•우수한 기술을 체계 으로 리할 수 있는 기술평가 체제

가 요구됨.

1.3 기 ․응용단계의 연구과제가 종료된 후 후속연구 수행을 

한 부처간․사업간 연계지원시스템이 미흡

• 행 지원시스템 체계 하에서는 연구지원의 복성 문제 

등으로 후속연구 수행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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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성과 활용 측면
2.1 연구성과의 활용을 염두에 둔 기획이 부족하고, 우수 연구

성과의 공유  사업화를 한 활용시스템과의 연계가 미

흡하여 선진국에 비해 연구성과 활용실 이 조

•연구기획 단계에서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술분야의 발굴

을 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기단계이며 련규정도 

미흡

•연구성과 정보가 부처간에 공유되지 못함에 따라 우수한 

연구성과를 발굴하여 후속연구나 사업화 등을 지원하는데 

어려움 발생

3. 정책적 측면
3.1 기술이  련규정이 부처별로 상이함에 따라 연구 장의 

성과활용 애로요인으로 작용

•기술료 책정  징수, 기술료수입의 배분, 지 재산권 경

비지원  정산 등의 규정이 부처별로 상이함.

3.2 국가연구개발결과에 한 사후 리체계 미흡

•연구종료 후 최종평가를 실시하면 연구조직이 해체되고 

기술이  등에 한 정보가 차단

3.3 사업화를 한 제도  융 등의 지원체계 미흡

•기술료 책정  징수, 기술료수입의 배분, 지 재산권 경

비지원  정산 등의 규정이 부처별로 상이

III. 연구의 내용
1. 선행연구 ; 선순환적 연구개발
우수한 기술 확보를 한 연구개발시스템은 투입(Input)- 

R&D진행(Processing System)-연구결과(Outputs)- 수체

계(Pro)-연구성과로 이어지는 선형모형으로 설명될 수 있으

며 연구결과  성과는 다시 연구개발의 투입에 향을 미치

는 반복 인 피드백을 형성한다.[2] 이러한 선형모형의 에

서 보면 우수유망기술은 상업 인 목 으로 활용되거나 기술

이   창업 등의 수단을 통해 사업화되는 경로를 밟거나 추

가 인 후속연구를 통해 보다 가치 있는 연구결과로 창출되는 

경로를 밟게 된다. Douthwaite & Keatinge, Park(2001)에 따

르면 기술은 개발(development)-도입(start-up)- 응

(adaptation)-확장(expansion)-소멸(disappearance)의 진화

단계를 거치는 것으로 제시되고 있다.[3] Abernathy & 

Utterback(1978)도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동일한 시기에 지

속 인 기술발 을 시도하게 되며 기술확산은 장기간에 걸친 

기술의 진  개선과 단기간의 격한 기술  신이 반복

으로 나타나는 상으로 설명하고 있다.[4] 따라서 이러한 선

행연구에 비추어 보면, 본 연구에서 후속연구는 장기간에 걸친 

진  개선의 상이 되는 기술 신 활동이 필요한 연구로 

정의할 수 있다.

▶▶ 그림 1. R&D 체계 개념도[2]

2. 우수유망기술의 정의 
2.1 기술이   사업화 기술

기술이   사업화 기술이란 국가R&D과제 수행에서 도출

된 연구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리 등에 한 규정 시

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연구지원 부처에서 우수한 과제로 추

천한 기술로서 기술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2.2 후속연구 필요 기술

후속연구 필요 기술이란 국가R&D과제 수행에서 도출된 연

구성과  「국가연구개발사업 리 등에 한 규정 시행규

칙」 제12조에 따라 연구지원 부처에서 우수한 과제로 추천한 

기술로서 단기간의 후속연구를 통하여 기술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의미한다.

3. 기술요약정보 분석 및 도출
3.1 기술요약정보의 개요

기술요약정보는 범부처 차원에서 우수유망기술을 리하기 

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주체가 작성하는 기술정보를 

의미한다.

3.2 기술요약정보 유형분석

기술분야별, 공개등 별, 연구개발단계별(기 , 응용, 개발단

계 등), 활용용도별(후속연구, 기술이 사업화 등)로 기술요약

정보를 유형화한다.

•기술분야는 국가과학기술표 분류체계 이용

•공개등 별 분류는 공개등  부여 기 을 마련하여 공개

등 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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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일반공개, 국제 공개가능, 연구개발자 보호, 부처간 

공개, 국가차원의 기술보호 등

•활용용도별로는 후속 연구개발용이나 기술이 ㆍ사업화

용으로 분류

- 후속연구개발용의 경우에는 종료연구과제의 연구종료단

계의 이후 단계에서 행해져야 할 연구개발내용을 포함.

- 기술이 사업화용의 경우에는 기술을 사업화 하기 한 

제품이나 서비스 등의 응용분야에서 조속한 시 에서 사

업화 가능 여부를 평가한 내용을 포함함.

•기술요약정보는 해당연구개발보고서의 자 일 형태로 

연계되어 구체 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함.

•연구성과활용 지원 체계화를 해 후속연구, 제품화 개발, 

기술기반 창업 등이 필요한 기술정보에 해 우수ㆍ유망 

성과 Pool로 분류함.

3.3 정보항목 분석 

기술요약정보 도출을 해  기술시장의 기술거래정보를 

심으로 필수, 선택 정보항목과 분석하고 기술보증기 , 연구

리 문기 , 과제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여 기술요약정보를 

도출하 다. 표 1에서 기술요약정보는 “기술이   사업화 기

술“과 ”후속연구 필요 기술“로 크게 두 분류의 기술정보를 가

지며, 볼드체 문자로 표기된 정보항목은 정보 등록 시  필수 

입력항목이다.

•분석 상 기술시장 : 한국기술거래소(NTB), 한국지식재

산센터(IPMART), 덕연구개발특구지원본부(DIT), 사

이버테크노마트(Cybertech), 덕밸리기술거래지원센터

(DTTC), 델타텍코리아(PAT Auction), 정보통신사이버

기술시장(Technomart), YET2  [10-17]

4. 우수유망기술의 관리체제 모델 연구
본 장에서는 우수유망기술 Pool구축과 활용을 해서 범부

처 공동활용  사업화 지원 등 연구개발 성과를 부가가치창

출로 연계시킬 수 있는 지원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이에 요

구되어지는 국가차원의 수집  리체제와 연계  활용체제 

모델에 해서 논의한다.

[표 1] 기술요약정보 항목표

기술이

 

사업화 

기술

기술

정보

기술명(국문), 기술명( 문), 기술분류, 지식재

산정보, 색인어,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개발

상태, 응용분야(제품)

기술

이

정보

희망거래유형, 기술이 조건, 사업화 용실 , 

기술도입시고려사항(설비, 인력 등) 

기술이 담

당자 정보
기 명, 담당자, 이메일, 연락처, 팩스번호

연구

과제

정보

지원부처, NTIS 과제고유번호, 연구과제명, 과

제고유번호, 주 기 명, 홈페이지, 주 기

주소, 총연구수행기간, 당해 연도연구수행기

간, 연구비총액, 당해연도연구비, 연구개발단

계, 연구개요, 공개여부, 연구책임자명, 화번

호, 이메일

후속

연구

필요기술

기술

정보

기술명(국문), 기술명( 문), 기술분류, 지식재

산정보, 색인어, 기술개요, 기술특징, 기술개발

상태, 응용분야(제품)

후속연구

정보

후속연구의목 , 필요성, 후속연구시고려사항, 

향후활용분야

연구

과제

정보

지원부처, NTIS 과제고유번호, 연구과제명, 과

제고유번호, 주 기 명, 홈페이지, 주 기

주소, 총연구수행기간, 당해 연도연구수행기

간, 연구비총액, 당해연도연구비, 연구개발단

계, 연구개요, 공개여부, 연구책임자명, 화번

호, 이메일

4.1 우수유망기술정보의 수집  리 체제

•주 연구기 에서 R&D 수행 후 련 기술요약정보를 연

구책임자와 기술거래담당자가 공동 작성

•R&D 수행/ 리 기 은 한국기술거래소 (NTB) 에 기술

요약정보를 제공과 함께 과제평가정보를 토 로 기술요약

정보 목록을 정부부처에 보내고 정부부처는 유망기술 목

록을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제공

•NTIS내 우수유망기술정보시스템에서는 수집되어지는  

우수유망기술 Pool을 구축

•기술이   사업화 지원기 에 련 정보를 제공

▶▶ 그림 2. 우수유망기술관리 체제 흐름도

4.2 우수유망기술정보시스템의 주요기능

•통계  분석기능 : 우수유망기술 련 통계 제공  다차

원 통계를 바탕으로 한 분석기능

• 황  검색기능 : 부처별․기 별 우수유망기술 황조

회  검색

• 리기능 : 우수유망기술 Pool 리  활용을 하고자 하

는 기 에 한 제공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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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술 복체크기능 : 기술요약정보 작성  제출 이

에 유사기술에 한 복체크 기능

•자가진단기능 : 과제책임자  기술이 담당자가 기술의 

가치를 기술요약정보 제출 이 에 사 에 검할 수 있게 

하는 기능

4.3 우수유망기술 연계  활용체제

•우수유망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이   사업화 기술정보

를 기술시장  기술 융에 제공

- 기술요약정보, 기술평가 정보, 리 상인 우수기술 

정보 제공

•R&D 과제에 따른 기술이 을 수행한 기업에 기술 융은 

우선 으로 사업화 자   보증을 지원

•우수유망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시장과 기술 융을 통해 

성사된 1)기술거래정보, 수요기술정보, 사업화 가능기술정

보를 수집

•우수유망기술정보시스템은 기술시장과 기술 융을 모니

터링하여 부처에 기술거래에 한 황과 후속 연구과제 

추천 기능을 제공

- 기술시장과 기술 융의 기술 련된 황정보 제공

- NTIS 인력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산⋅학⋅연 문가를 

추천받고 커뮤니티를 통한 기술거래정보, 수요기술정보, 사업

화 가능기술정보를 분석하여 부처에 후속연구 범   역 

제공

- 미래 기술에 한 수요를 가진 기업이 직  후속연구를 제

시하고 과제를 신청하는 기능을 제공

▶▶ 그림 3. 기술시장 및 기술금융과의 연계 및 활용 체제

Ⅳ.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기술이 이나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과 후속

연구를 통해 단기간에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술들

을 보다 체계 으로 발굴, 리할 수 있는 국가차원의  우수유

1) 기술거래정보 : 기술요약정보를 토 로 기술이   사업화 통해 발생한 거래정보

망기술에 한 리체제 구축 방안에 해서 제시하 다. 

1.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NTIS를 통해 우수유망기술 성과에 한 리가 이루어지

고, 기술이   사업화에 한 확산 체계는 기술시장과 

기술 융이 담하여 문 이고, 공격 인 기술거래형성

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부처별 후속연구 가능 범 , 역  기술 제공을 통

해 국가차원의 선순환 인 연구 리체제를 지원할 수 있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 활용을 필요로 하는 기업은 우수

유망기술정보시스템을 통해 자신들의 원하는 기술이나 향

후 사업 아이템에 한 정보를 입수하고 기술시장을 통해 

기술이 을 실시하고 사업화에 필요로 한 사업자 을 기

술 융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차원으로 기술시장과 기술 융을 통한 기술주기를 모

니터링함으로써 기술거래 황을 악하여 기술의 주기를 

도출하고, 기술의 유지  폐기를 통한 국가 인 기술 유

지 비용을 합리 으로 운용할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에 앞서 기업이 직 으로 후속

연구 과제를 제시함은 물론, 향후 과제 종료 후 기술이  

 사업화 상을 사 에 확보하여 기술이   사업화를 

극 화할 수 있다.

2. 향후 계획
•부처마다 우수유망기술 선정 로세스가 다르기 때문에 

표 화된 리 로세스 제시가 필요하다.

•국가차원의 기술가치평가에 따른 기술평가지표 개발과 기

술거래 진을 해 기술에 한 평가기  마련이 요구된

다.

•기술의 주기를 악하여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고 가치

가 있는 연구에 해서는 추가 지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필요하다.

•우수유망기술 정보는 기술이 ․사업화로 이어지는 주요 

성과로써 련 법․제도에서의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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