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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vernments around the world invest in research and development (R&D) for different purposes：national economy, 

defence, environment, health, etc. as a means of national survival beyond the means of national competitiveness. 

These are usually programs with high social impact but low short-term economic impact or large scientific programs 

that are too expensive and risky for private sector investment alone.

The Republic of Korea has also shown a very successful model of economic progress and social development through 

government R&D programs. However, there have been many corruption scandals behind it while selecting awardees 

for government R&D programs in Korea. So, the Republic of Korea focused on reforming appraisal system for govern-

ment R&D and began preparation for “Clean Appraisal System" last year.

In this study, first we analyzed the related appraisal tasks through the review of laws and administrative rules 

and typed appraisal tasks according to the flow of the actors and time. Thus securing the information infrastructure 

and finally we drew the conceptual model of the system according to an open appraisal tasks by introducing an element 

of the OECD on open government typed appraisal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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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가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이하 R&D)은 민간의 R&D 활동을 보완하는 기능

을 가지고 있으며, 미래 핵심기술의 선제  개발 

 시장실패가 나타날 수 있는 기술 역인 공공 

․복지 분야의 기술을 개발하기 한 목 을 지니

고 있다(Um and Lee, 2009).

세계 각국은 국가 경쟁력 강화의 수단을 넘어서 

국가 생존의 수단으로 R&D에 한 국가 차원의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OECD의 2014년 자료

(OECD, 2014)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정부 R&D 

산 규모는 조사 상 국가  6 에, GDP 비 

정부 R&D 산 비 은 1.12%로 조사 상 국가 

 1 에 해당하 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 임을 보여 다 할 것이다. 

실질 으로 우리나라 국가 R&D 산은 지난 

2009년부터 2014년까지 연평균 8.2% 증가하여, 

2014년도 산은 17조 7,428억 원에 이르고 있다

(Kim, 2014). 이와 같이 정부가 국가 R&D에 한 

투자를 강화하는 것은 다른 분야에 재정을 투입하

는 것보다, 정부의 국가 R&D 투자 성과가 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가 클 것이라는 기 에 기인하

는 것이다. 

하지만 R&D 산이 효율 으로 집행되지 않는

다면 의의 에서는 산 낭비의 문제로부터 

시작해서 의의 에서는 R&D 투자가 확 됨

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같은 거시  효과가 나

타나지 않을 수 있다. 표 인 사례로는 국가 R&D 

선정에 한 신뢰성 문제를 들 수 있으며, 2014년 

세월호 사건에 의해서야 비로소 밝 지게 된 해군 

통 함 음 탐지기 개발  납품 선정 비리 사건

들을 비롯하여 유사한 사건이 같은 해에만도 수차

례 발생하 다.

비록 정부의 R&D 산 증액과 더불어 앙행정

기 인 국가 R&D 사업 소  부처들이 국가 R&D

를 신뢰성 있게 리․감독하기 해 노력하고 있

지만, 각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 ,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연구 리 문기 들을 수직  계로 확

 운 하면서 부처칸막이 식의 폐쇄 인 운 , 

련 정보의 유통 해  비효율이 발생되어 R&D 

선정에 한 투명성  비  논란이 가 되게 되

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앙행정기  는 연

구 리 문기 에 의한 면 심의 장 평가에

서 벗어나 앙행정기   연구 리 문기 의 

향력이 미치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수행되는 

자평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일부 

연구 리 문기 에서 시행되고 있는 자평가와 

병행하여 일반 국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

가 R&D의 첫 단계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부패 감

소를 통한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자 온라인 상에서

의 자평가 방안이 안으로 두되고 있다.

이에 소기업청은 행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같은 시간과 공간에서 직  면하여 진행되고 있

는 R&D 선정 평가를,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진행할 수 있

도록 평가 방식을 환하는 온라인 클린 평가 시

스템 도입을 추진 이다(Small and Medium Bu-

siness Administration,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의 개념, 우리

나라 국가 R&D의 발 과정  정보화 체계를 살

펴본 후, 국가 R&D와 련된 선정 차, 행정규칙 

 법령을 분석하여 정부 내에서 최 로 시도되는 

온라인 자 평가 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도출하고

자 하 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술기본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소기

업기술 신 진법, 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

요령, 소기업청 기술개발사업 리지침, 미래

창조과학부의 연구 리 표  매뉴얼 등을 법령과 

행정규칙 측면에서 분석하여 평가 업무의 유형화

를 도모하고 이에 따른 개방형 평가 업무를 도출

하 으며 온라인 자 평가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개념 모델을 도출하 다. 

다만, 클린평가시스템이 R&D 주기에 걸쳐서 

정부를 포함한 연구 리 문기  내에서 과제 선

정을 한 온라인 자 평가 시스템으로서 최 로 시

도되는 계로 선행 연구를 찾기가 어려웠다(Sm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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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4). 그

지만 이번 연구를 통해서 국가 R&D 사업에 온

라인 평가 시스템이라는 정보시스템 도입을 한 

정보화 업무의 법성  투명성의 토 를 마련하

으며, 향후에는 온라인 자 평가 시스템에 한 

연구 역을 보안 시스템을 비롯한 행 소기업 

R&D 련 시스템들과의 연계  산 기  상  

앙정부 상 사업으로까지 확 하고자 한다.

2. 이론  배경

2.1 국가 R&D 사업의 개념

R&D에 한 개념은 국가나 사회에 따라서 다

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나 OECD는 R&D를 ‘인간ㆍ

문화ㆍ사회를 망라하는 지식의 축  분을 늘리고 

그것을 새롭게 응용함으로써 활용성을 높이기 

해 체계 으로 이루어지는 창조 인 모든 활동’이라 

정의하고 있으며(OECD, 2002), 우리나라 정부도 

이런 OECD의 기 에 부합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 R&D 개념을 ‘인간, 문화, 사회, 사물에 한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이미 얻은 지식을 이용해 응

용하는 체계 이고 창조 인 활동’으로 설정하고 

정책에 반 하고 있다(National Science and Te-

chnology Commission, 2009).

한 법률 인 면에서 살펴보면 국가 R&D 사업

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

2조  제3조에서 “국가 R&D 사업”이란 앙행정

기 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 부 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

기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성에 한 법률”,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

구기   특정연구기  육성법에 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 , “특정연구기  

육성법”의 용을 받는 연구기 의 기본사업, “국

방과학연구소법”에 따라 설립된 국방과학연구소에

서 수행하는 사업  “산업기술 신 진법” 제42

조에 따라 설립된 문생산기술연구소의 기본사업

을 제외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2015).

2.2 국가 R&D사업의 발 과정

우리나라 국가 R&D 사업에 있어서는 1982년 

당시 과학기술처가 “기술개발 진법”에 의거 133

억원의 산을 확보하여 추진한 특정연구개발사업

을 시작으로 2015년 재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

상자원부, 방 사업청, 교육부 등 34개 정부 부처

로 확 되어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시

 흐름에 따라 추진 략  운 방법 등이 변화

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지속 인 확장을 하고 있다. 

추진 략 측면에서는 1960～1970년 에는 선진기

술을 도입하여 개량하는 단계에서 2000년  창조

형 과학기술체제를 구축하는 단계로 발 하 고, 

성격 면에서는 1960～1970년 에는 산업 장의 애

로기술 지원 단계에서 2000년 에는 기 ․원천기

술을 개발하는 단계로 발 하 다. 연구수행 측면

에서는 1980년 까지는 정부 출연 연구기 이 주

도를 하 으며, 1990년  후반 이후에는 기업 등 

민간 부분이 주도하고 있다(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9).

이러한 국가 R&D 사업의 지속 인 확 와 성과 

유지를 해 정부는 R&D 투자  인력양성 지원을 

경주하 으며, 그 결과 1970년 97억 원에 불과하던 

국가 R&D 산은 2013년 17조 원으로 1,752배 증

가하 고, 1970년 5,628명이었던 총 연구원 수는 

2012년 401,724명으로 71배 이상 증가하 다(Mini-

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Technology, 2009; 

Ministry of Sch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 그리고 이러한 정부의 노력의 결과로 과학

기술  경제사회의 발 을 이루었는바, 1981년 

107,347백만$이었던 GDP가 2013년 1,559,447백만

$로 14배 이상 증가하 고, 1981년 241건(세계 52

)에 불과하 던 우리나라의 SCI 논문 게재 실

은 2013년 51,051건(세계 12 )으로 211배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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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4), 국제특허 PCT 출원실 도 1993

년 128건에서 2013년 12,386건으로 96배 이상 증가

하는 등 지난 반세기 동안 비약 인 성과를 거두

었다(Ahn, 2014).

2.3 국가 R&D 사업의 정보화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정보화는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화 진기본법  국가정보화기본법에 의한 국

가과학기술기본계획, 과학기술 정보화 진기본계획 

 교육과학기술 정보화기본계획에 의해 수립․추

진되고 있다. 이런 국가 과학기술 정보화는 정보

화의 상  특성에 따라 첫째, 국가 R&D 사업

에 한 각종 정보를 수집․ 리하는 국가 R&D

사업 정보화 부문, 둘째 국내․외의 과학기술  

산업에 한 정보를 수집․ 리․분석․제공하는 

과학기술정보 유통화 부문, 셋째, 첨단 R&D 활동

에 필요한 고도의 계산․응용과학 정보 인 라를 

구축․제공하는 고성능 컴퓨  지원 부문, 마지막

으로 국내․외 연구자 간의 지식 정보 교류  첨

단 연구개발 인 라 연계 기반의 R&D 네트워크

화 부문으로 나  수 있다(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ency, 2003). 

특히 국가 R&D 사업 정보화는 의의 에서

는 국가 R&D 사업의 투자 효율성 제고와 생산성 

강화를 목표로, 의의 에서는 각 부처별 R&D 

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선정, 수행  사업화 과정

에 이르는 각종 정보의 체계 인 리를 목표로 

수행되고 있다(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mission, 2004;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 

3. 국가 R&D 운  체계 분석

3.1 국가 R&D 략․계획  재정

우리나라의 국가 R&D 략은 “과학기술기본법” 

제7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되는 법정 장기 계획

이자 과학기술분야 최상  계획인 “과학기술 기본

계획”에서 제시되며, 이후 국가 R&D 략이 ｢정부

연구개발투자 방향  기 ｣을 거쳐, 산안의 형

태로 구체화된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4).

국가 R&D의 재정 인 운 에 있어서는 “국가

재정법”에 따라 1월 말에 각 부처가 기사업계획

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하면서부터, 정부의 산 

편성 차가 시작되며 R&D 산의 경우에는 “과

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의 R&D 산 배분․조정 차가 추가된다. 세부

으로는 각 부처가 년도 10월 말까지 R&D 투

자 우선 순 에 한 의견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제

출하고, 미래창조과학부는 각 부처가 1월 말까지 

제출하는 R&D 련 기사업계획서를 검토한 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기 ”을 각 부처와 기

획재정부에 통보한다. 이후 각 부처는 기획재정부

에 제출하는 산 요구서들  R&D 사업 련 산 

요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출하며, 미래창조과

학부는 주요 R&D 사업에 한 산 배분․조정을 

실시한 후 기획재정부에 알리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통령의 승인을 얻고 국회에 제출되어 승인 

차를 거치게 된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4).

3.2 국가 R&D 사업 리

다음으로 국가 R&D 사업의 리 운 에 있어

서는 R&D 주  앙행정기 들이 직  리하는 

경우도 있으나 2015년 R&D 산(안) 기 으로 

산이 포함된 34개 부처  13개 부처에서 16개 연

구 리 문기 을 운 하고 있으며, 16개 연구 리 

문기 을 운  인 13개 부처의 2015년 R&D 

산안의 합계액은 17조 3,777억 원으로 체 R&D 

산안의 92.0%를 차지하고 있다. 각 부처의 R&D 

산 부를 연구 리 문기 이 리하는 것은 

아니지만, 연구 리 문기 을 통하여 부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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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산이 집행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4). 

연구 리 문기 (이하 문기 )이란 “국가연

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 제2조 제6항

에서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 제4항에 따라 앙

행정기 의 장이 소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 

기획․ 리․평가  활용 등의 업무를 행하도

록 하기 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 ”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문기 은 국가 R&D 사업 리

의 심 기 으로써 소 부처 R&D 사업의 특성

을 반 한 기획․평가․ 리 체계를 구축하고 운

함으로써 R&D 사업 리의 효율성 제고에 기

여하고, 국가 R&D 사업의 기획을 비롯하여 과제

선정․평가  성과 리 등 주기  리의 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Korea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3). 

문기 은 1980년  이후 과학기술부 심으로 

추진되던 국가 R&D가 1990년 에 들어서 각 부

처로 추진 주체가 다원화되고 경쟁 인 산증액

으로 투자 규모가 비약 으로 확 되면서, 1992년 

과학기술부 산하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국

책연구사업단이 설립된 것을 시작으로 부처별 

문기 을 설립 는 지정하여 운   이다(Korea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gency, 2013).

문기 은 정부 정책기조에 따라 국가 R&D 

투자효율성 증 를 해 각 부처의 R&D 기획․

평가  리의 반 인 업무를 수행하며, 세부

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계획의 수립과 련된 기

술 동향 등의 조사․분석, 기술수요의 측 등 국

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정책개발 지원에 한 

사항, 연도별 연구개발과제의 선정과 련된 연구

개발과제의 검토, 운  리  기술  지원, 연구

개발과제의 평가  활용에 한 사항, 정부 등의 

탁사업  출연 의 리, 연구개발비 지   

리에 한 사항, 기술료의 징수  리에 한 

사항, 연구개발과제의 보안 리에 한 리․감

독, 연구시설․장비 등록  리에 한 리․

감독, 연구윤리 확립  연구 부정 행  방지를 

한 활동 지원  조치에 한 사항, 연구노트 작성 

 리에 한 리․감독, 그 밖에 국가 R&D 

사업의 수행에 하여 앙행정기 의 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3.3 국가 R&D 신뢰성의 기

국가 R&D 산이 효율 으로 집행되지 않는다

면 R&D 투자가 확 됨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선순환 인 

효과를 기 한 정부의 막 한 R&D 지원에도 불

구하고 신뢰성 있는 R&D 선정 평가 시스템의 부

재로, 2004년 한국 자통신연구원(Electronics and 

Telecommunication Research Institute, 이하 ETRI) 

간부가 정보화 진 기  연구 과제를 특정 사업자

에게 선정해  가로 품을 수뢰한 사건이 아

직도 큰 충격으로 기억되고 있는 가운데에, 2008

년 한국 기연구원 차세 도 응용 기술 개발 

사업 단장의 사업 선정 과정의 편의 제공 가에 

따른 뇌물수수 사건(Prosecution Service, 2008). 

2009년 복지부 자체감사에서 사무 이 산하기 이 

발주한 국가 R&D 사업  일부 과제를 지인에게 

공모  하여 100억 원 상당의 연구과제 책임자로 

선정하여 발한 사건(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2009), 주무부처 산하 는 퇴

직공직자가 재취업하는 특정 연구기 에 사업과제

를 어주기 식으로 선정하는 행태를 2009년 국민

권익 원회의가 발한 사건(Anti-Corruption and 

Civil Rights Commission, 2009), 2014년 정보통신

산업진흥원(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

ency, 이하 NIPA)의 사물인터넷 서비스 구축 사

업에서 NIPA 연구원들의 특정 업체 선정과 그에 

따른 특정범죄 가 처벌법상 수뢰 사건, 2014년 한

국정보화진흥원(National Information Society Ag-

ency, 이하 NIA)의 방송통신융합 서비스 환경 구축 

사업에서 NIA 연구원들의 특정 업체 선정과 그에 

따른 수뢰 사건, 2014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50 Dong Han Lee․Myung Keun Jee․Ook Lee

   <Table 1> Status of Professional Agencies for National R&D(National Assembly Budget Office, 2014;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2015)

(Unit：Hundred Million Won) 

Government Department Professional Agencies for National R&D
2015 Year 

R&D Budget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National IT Industry Promotion Agency

65,044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Ministry of Education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16,600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33,579
Korea Institute of 
Energy Technology Evaluation and Planning

Korea Evaluation Institute of Industry Technology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Korea Technology and Information Promotion Agency 
for SMEs

9,918

Defense Acquisition Program Administration Defense Agency for Technology and Quality 24,795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4,500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Korea Institute of Marine Science and Technology 
Promotion

5,860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5,065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Korea Institute of Planning and Evaluation for Technology 
in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2,233

Ministry of Environment Korea Environmental Industry and Technology Institute 3,278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Meteorological Technology Institute

1,462
Korea Meteorological Industry Promotion Agency

Ministry of Culture, Sports and Tourism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740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Korea Radiation Safety Foundation 703

Sum About 92.0% of 2015 Year R&D Budget 173,777

이하 KIGAM)의 탁사업 공모 前 사업자 선정 

사건, 2014년 해군 통 함 음 탐지기 개발  납

품 선정 비리 사건, 2014년 감사원 방 산업 비리 

기동 검에서의 방 사업청 연구개발 과제 100억 

원  비  발 사건, 2014년 한국공항공사(Korea 

Airports Corporation, 이하 KAC)의 항행장비 연

구개발 선정에서의 수뢰 사건 등 작년 한해 만해

도 선정과 련된 문제들이 다수 발생하 다.

 비록 정부의 R&D 산 증액과 더불어 앙행

정기 (국가 R&D 사업 산 소  부처)들이 국가 

R&D를 신뢰성 있게 리․감독하기 해 노력하

고 있지만, 각 부처들이 산하 공공기 , 재단법인 

등의 형태로 문기 <Table 1>들을 수직  계

로 확  운 하면서 부처칸막이 식의 폐쇄 인 운

, 련 정보의 유통 해  비효율이 발생되어 

R&D 선정에 한 투명성  비  논란이 가 되

게 되었다. 이에 따라서 기존의 앙행정기  

는 문기 에 의한 면 심의 장 평가에서 

벗어나 앙행정기   문기 의 향력이 미

치지 않는 온라인상에서 수행되는 자 평가의 필

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기존의 일부 문기 에

서 시행되고 있는 자 평가와 병행하여 일반 국민

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국가 R&D의 첫 단계

인 선정 과정에서부터 부패 감소를 통한 국가 경

쟁력을 높이고자 온라인 자 평가 방안이 안으

로 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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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도 기반의 시스템 모델링

클린평가시스템은 국가 R&D 운 에 있어서 객

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한 정보시스템으로서, 

본 시스템의 성패가 의의 에서는 평가 수 

계산 오류 시정  선정 시까지 소요시간 단축 등

의 신뢰성과 편의성을 제고하고, 의의 에서

는 향후 우리나라 국가 R&D 사업 평가 운 의 패

러다임 변화를 주도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클린평가시스템의 성

공 인 구 을 해서 시스템에 용할 평가 개념

을 정립하고, 련 제도 하에서 소기업청 주

의 R&D를 심으로 평가 업무를 분석하여 유형

화하고 개방형 평가 업무 로세스를 정형화하여 

클린평가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수립하 다.

4.1 평가의 개념 정립과 업무의 유형화

우선 국가 R&D에 있어서 본 시스템에 용할 

평가의 개념을 정립한 후, 선정 평가 ․후(前․

後)의 기능별 차와 행정규칙  법령 측면에서 

부여된 업무를 분석하여 평가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평가 업무를 유형화하 다. 

평가는 사회 제반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과학

인 방법을 이용하여 이를 해결하고자하는 노력에

서 출발하 으며, 공공부문에 있어서는 그 수행에 

따른 종합 인 분석을 해 여러 학문 분야의 복

합 인 기법과 개념을 도입한 사회과학  연구방

법론을 용한 것으로써 논의되고 있다(Rossi et 

al., 1993; Hwang, 2009).

특히 국가 R&D 사업은 국가가 시장 실패로 인하

여 민간부문의 노력만으로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단되는 특정분야의 과학 ․기술  요구를 해결하

기 해 일정한 지향성과 목표를 설정하고 R&D 능

력을 략 으로 집 하여 추진하는 공공재정 지

원 사업으로 장기  기술경쟁력 확보와 국가의 

략  우선순  설정과 자원배분의 효율성 도모

를 해서 사업에 한 평가와 그 평가를 통한 환

류를 통해 새로운 정책결정의 방향을 모색하는 것

은 매우 요하다(Lee, 2009). 이에 따라서 국가 

R&D에 한 평가를 R&D의 시간  순서에 따라 

크게 분류하면, 연구계획서  연구자의 선정을 

한 사  평가(Appraisal 는 Ex-ante Eva-

luation)와 R&D 활동이 계획 비 추진 과정과 결

과가 성공 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하는 사후  

평가(Ex-post Evaluation)로 나  수 있다(Hwang, 

2009).

본 연구에서는 그 논의의 을 사  평가인 

선정 평가에 두었으며 주기에 걸친 국가 R&D 

로세스를 행정규칙과 법령 측면에서 분석하여 

선정 평가의 핵심 업무를 도출 하 다. 우선 국가 

R&D 주기에 걸친 평가 업무를 행정규칙 측면

에서 분석하 다. 첫째, 과학기술기본법의 주무부

처이자 과학기술심의회의의 간사인 미래창조과학

부가 연구 리 표  메뉴얼 제도 개선 설명회(국가

과학기술심의회 운 원회 심의 2014. 11. 21)에서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 리 표  매뉴얼” 

상에서는 과제 선정 차를 크게 연구과제 신청 → 

연구과제 평가  선정으로, 더욱 세분화해서는 

연구과제 신청 → 평가 원회 원 구성․운  →

연구개발과제 선정 시 사 검토→연구개발과제 선

정 시 우   감  → 신청과제의 평가 → 연구

개발과제 선정․통보→ 약체결용 연구개발계획서 

제출로 세부 기 을 정리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둘째 본 연구의 심에 있는 소기업청의 경우

에도, 2014년 기  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

요령의 리지침들에 따르면 기술 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소기업상용화기술개발사

업 등의 소기업청 소  R&D 사업 부분에서 공

통 인 업무 추진 차로서 과제신청 → 서면평가 

→ 장조사 → 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약체결에 이르는 선정 련 업무를 정하고 있으며, 

서규모 산을 차지하는 소기업 융․복합기술개

발사업에서도 기술융합지수평가가 포함된 과제신

청 → 서면평가 → 기술융합지수평가 → 장조사

→ 면평가 → 지원과제 선정 → 약체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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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1> Diagram of National R&D System(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5;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2014;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4)

는 선정 련 업무를 정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4).

다음으로 평가 업무를 법령에 근거하여 분석하

다. 선정 평가는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연구개

발사업의 추진) 3항 2호에 의해 정부가 국가 R&D 

사업의 과제 선정에 한 사항을 정해야 함을 명

시하고 있으며, 5항에 이를 통령령으로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었다. 이에 따른 통령령이 바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에 한 규정”으로 

제6조(공고  신청) 4항에서 연구개발계획서 작

성  신청에 하여, 제7조(연구개발과제의 선정)

에서는 연구개발과제 평가단 구성․운 , 선정 평

가 시 검토 내용  평가 결과 통보와 제8조(연구

개발계획서의 보완  제출)에서는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의 보완  제출에 한 내용을 규

정하고 있음을 확인 하 다<Table 2>. 

이에 따라 행정규칙과 법령의 공통 인 요소를 

추출하여 평가 업무의 행  주체를 주 기 (국가 

R&D 사업 신청자 는 신청기 )․ 문기 ․평

가자로 구분하고, 업무의 로세스를 사  비 단

계․평가 수행 단계․사후 정리 단계로 구분하

다. 이후 평가의 단계  주체에 따라 연구개발계

획서 신청, 평가 원 신청, 평가 분과 구성, 분과에 

따른 평가 원 배정  피평가자 배정, 평가 참석 

 발표, 평가 원회 개최․진행․폐회, 평가 결

과 계산, 평가 결과 취합, 평가 결과 통보로 구체

인 업무를 유형화 하 다(<Figure 1>, <Table 

3> 참조).

4.2 평가업무의 개방화 

다음으로 앞 에서 유형화한 평가 업무를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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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Analysis of Appraisal Work provided by Presidential Decree; Regulations on the Management, 
etc. of National Research and Development Projects

Provision Work Description

The fourth clause of article 6 Submit a R&D task application(a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The first clause of article 7
Establish and operate in advance a R&D task appraisal team to maintain the 
objectivity of selection

The second clause of article 7 Maintain the professionalism of evaluation 

The third clause of article 7 Examine 11 items

The seventh clause of article 7 Notify the R&D task applicant after a R&D task is selected

The first clause of article 8 Supplement the research and development plan 

<Table 3> Classification of Appraisal Work by Step and Subject

        Step
 Subject

Preparation Step Appraisal Step Post-processing Step

Applicant Submission of application Attendance and presentation Receipt of appraisal result

Professional
Agency

Acceptance of applications
Recruitment of appraisal staff
Assignment of subcommittee 
Assignment of applicants
Assignment of appraisal staff
Notification of Schedule

Holding appraisal
Presiding appraisal
Completing appraisal

Appraisal result gathering 
Calculation of appraisal result
Notification of appraisal result

Appraisal
Committee

Submission as appraisal staff Appraisal performance -

으로, 경제 력개발기구(Organization for Econo-

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이하 OECD)

가 제시한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요소에 부

합하는 개방형 평가 업무를 도출 하 다. 평가라는 

업무에 개방성을 부여하는 것은 정부 업무의 개방

과 부합되는 개념으로 열린 정부의 범주 안에서 

평가 업무의 개방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 다.

지 까지 정보기술의 발달은 정치․경제․사회 

․문화 모든 역에서 걸쳐 새로운 방식의 제도, 

습, 문화, 행의 변화를 불러 일으켰다. 특히, 이

러한 변화는 공공 역의 패러다임 내에서의 변화

에 그치지 않고, 시민이 찾아가는 정부가 아닌 시

민에게 먼  다가서는 정부로서의 역할을 한 정

책과 제도의 도입을 야기했다(Moon, 2009).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인터넷 양방향성을 활용

하여 극 인 정부 정보공개나 정책 결정에 시민

참여를 진하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OECD는 정부 투명성과 

시민참여 확 , 자정부를 활용한 효율화와 이용

자 심의 참여형 정책 발 을 동시에 진 시킬 필

요가 있다고 강조하 다(OECD, 2009; Lee, 2010). 

한 OECD는 열린 정부(Open Government)를 정

의하는 요소로 정부의 활동과 그것을 책임지고 있

는 사람들에 한 공공감시 즉 투명성, 다음으로 

정부의 활동에 따른 서비스와 정보에 시민들이 

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 가능성, 그리고 마

지막으로 새로운 아이디어와 요구  필요에 신속

히 반응하는 응성을 제시하 다(OECD, 2005; 

<Table 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 평가 업무를 분석하고 

투명성, 근 가능성  응성을 부여하여 개방

형 평가 업무를 도출 하 다. 우선 평가 업무의 개

방형 생태계를 조성하 다. 행 평가 업무는 서

면(書面) 는 면( 面) 형태의 집체(集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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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racteristics of Describing a Government as Open(OECD, 2005)

Term Content

Transparency
that its actions, and the individuals responsible for those actions, will be exposed to public 
scrutiny and challenge

Accessibility that its services and information on its activities will be readily accessible to citizens

Responsiveness that it will be responsive to new ideas, demands and needs

으로 평가자 간 는 평가자와 피평가자를 같은 

시간과 공간에 할당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평가 시간과 장소의 제한 인 요소로 말미암아 

앙행정기 , 문기  는 평가 원의 향력이 

폐쇄 인 환경 하에서 평가 업무의 투명성 하를 

유발하는 요인이 되어 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무엇보다 클린평가시스템을 평가자와 피평가자

가 서로 다른 시간과 공간에서 각자의 역할을 외

부의 향력이 배제된 환경에서 독립 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구축하는 것을 기본 

제로 제시하 다. 이는 클린평가시스템의 온라인 

체계가 외부 향력과 독립되는 환경에서의 평가

를 통해 평가 업무의 투명성을 보장하고, 나아가 

평가라는 정부의 서비스를 시민들이 시간과 공간

에 제한 없이 이용토록 근 가능성을 제고하는 

열린 정부 즉 개방형 생태계를 조성하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행 사  비 단계와 평가 수행 단

계에서의 분과 구성  평가자와 피평가자 배정 

업무를 분석하여, 문기 의 평가 권한을 최소화

함으로써 평가의 투명성, 근가능성  응성을 

제고하 다. 행 평가를 한 분과 구성은 문

기 의 업무 역으로 신청 과제들의 기술분류에 

따라 집체 평가가 가능한 제한된 수의 과제들로 

분과가 구성되며, 이 게 구성된 분과는 일정한 

평가 장소, 평가 시간  기술분류에 따른 평가자

들이 배정되어 피평가자에게는 평가자 정보를 제

외한 장소와 시간 정보가 통보되는 형태로 진행된

다. 여기서 문제 은 사  비 단계가 문기

의 업무 역으로써 피평가자들에게 정보 공유  

소통 없이 비 칭 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이다. 

따라서 클린평가시스템에서는 기존의 분과 구성, 

분과 구성에 따른 평가자 선임  평가 장소․시

간 배정 그리고 공지에 이르는 분과 심의 업무 

로세스를 과제 심 체계로 평가 업무를 개방화 

하 다. 이는 기존에 분과라는 범주 안에서 제한

된 수의 과제를 평가하는 방식에서 탈피하여 분과

를 구성하지 않고 개별 과제 단 로 평가하는 체

계로, 과제별 온라인 상에 평가 장소를(가칭 온라

인 평가방) 개설하고 평가자와 피평가자가 온라인

으로 질의응답을 통해 평가를 진행하도록 하여 피

평가의 요구  필요에 신속히 반응하는 응성을 

제고하고자 하 으며, 행 문기  심의 평가

자 선임  그에 따른 강제 배정 방식에서 평가자

가 과제를 자율 으로 선택하여 평가의 투명성을 

제고 하도록 하 다. 구체 으로는 클린평가시스

템에서 평가자의 공  기술분야를 고려하여 평

가자와 평가과제를 일정 개수 내로 사 에 그룹화

하고 과제별 개발목표, 내용 등이 포함된 요약서

를 자게시 에 공시하여 평가자가 문성을 가

지고 평가가 가능한 과제를 자율 으로 선택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다. 한 이때 평가자와 평

가 과제 간의 매칭정보는 블랙박스화하여<Figure 

2> 앙행정기   문기 에서도 열람이 불가

능하도록 조치하 다.

마지막으로 사후 정리 단계에서의 개방화를 제

시하 다. 행 사후 정리 단계에서는 신청 사업

의 체 평가 일정이 종료된 후, 종합 수와 종합

의견서 등이 취합되어 피평가자에게 통보되는 방

식으로 피평가자가 본인 과제에 한 실시간 정보 

근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본 시스템에서는 

앞서 논의된 온라인 생태계를 기반으로 과제별 

심의 평가를 통해 과제별로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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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되면 평가자별 평가 수  의견 그리고 종

합 수가 실시간으로 통보되어 평가 차의 투명성

에 한 의구심을 해소하도록 하 다.

<Figure 2> Blocking of Information(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4)

4.3 시스템 모델 도출 

앞서 유형화한 평가 업무와 평가 업무의 개방화 

방안를 심으로 클린평가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도출하 다.

클린평가시스템은 국가 R&D 사업을 운 ․ 리

하고 있는 문기 에서 행 집체(集體) 방식의 국

가 R&D 사업 선정 평가를 온라인 평가 방식으로 

환하여 평가자  피평가자가 평가라는 국민 

서비스에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업무처리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조리한 일들  오류를 사

에 방하여 평가의 공정성․ 문성  편의성

을 제고하기 한 정보시스템으로 개념을 정의 하

다(<Figure 3> 참조). 따라서 클린평가시스템은 

오 라인 평가(집체평가)에서 온라인 평가로 평가 

방식을 환하여 문 인 평가자의 자발 이며 

독립 인 참여, 피평가자의 제한 없는 응  

내․외부의 부조리한 향력을 배제하는 것을 

 사항으로 제시 하 다. 

시스템 모델을 사용자별 업무 로세스로서 부연

하면 피평가자인 주 기  측면에서는, 첫째 사  

비 단계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사업신청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평가 

수행 단계에서는 온라인 상에 마련되는 평가 장소

인 가칭 온라인 평가방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서 

시간  공간의 제약에 따른 불편함과 정보의 비

칭성이 해소된 환경 하에서 평가자와의 상호 소

통을 보장받게 된다. 마지막으로 사후 정리 단계에

서는 과제별로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확정되면 평

가자별 평가 수  의견 그리고 종합 수를 실

시간으로 통보 받게 된다. 다음으로 평가자 측면

에서는, 첫째 사  비 단계에서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스템을 통해 평가자로서 등록을 한 온라

인 신청을 진행하고, 다음으로 평가 수행 단계에

서는 행 문기 에 의한 일방 인 평가자 선임

에서 탈피하여 평가자 개인에 의한 자율 인 과제 

선택과 외부의 향력이 배제된 온라인 공간에서

의 독립 인 환경을 보장 받으면서 평가에 임하게 

된다. 이때 평가자에게는 자인 주 기 과 마찬

가지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간  공간의 제

약에 따른 불편함이 해소된다. 마지막으로 문기

 측면에서는 사  비 단계에서부터 사후 정리 

단계에 이르는 (全) 과정에서 문기 에 의한 

시스템 근  변경이 불가하도록 하여 평가의 

신뢰성  투명성을 담보하게 하 다. 우선 사  

비 단계에서는 행 주 기 에 의한 신청서 

수  평가자의 신청서 수를 온라인으로 시스템

화하여 문기 의 근을 차단하 으며, 신청된 

과제들을 일정한 기술분류에 따라 집체평가가 가

능한 제한된 수의 과제들로 분과를 구성하던 문

기 의 고유 권한을 분과 체제의 평가가 아닌 과

제 자체가 심이 되는 평가체제로 환하고, 분

과별 평가자를 선임하던 문기 의 권한 역시 평

가자가 본인의 문분야에 맞춰 신청된 과제들 

에서 선택 하도록 하여 문기 의 권한을 없애는 

한편, 신청된 과제와 평가자들의 매칭 황에 

해서 문기 의 데이터 근을 원천 으로 차단

하여 문기  내부직원에게도 평가 (前) 개입 

여지를 원천 쇄하 다. 마지막으로 사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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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cept Model of Online Appraisal System(Small and Medium Business Administration, 2014)

단계에서는 과제별로 평가자의 평가 결과가 확정

되면 평가자별 평가 수  의견 그리고 종합

수를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집계하여 주 기 에게 

통보하게 하여 평가 차의 투명성에 한 의구심

을 해소하게 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국가 R&D 사업을 한 온라인 평

가 시스템의 성공  구 을 해서 련 평가 업

무를 행정규칙  법령이라는 제도를 기반으로 분

석하고 행  주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업무를 

유형화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을 한 정보화 기반

을 확보하고, 유형화된 평가 업무에 OECD의 열린 

정부 요소를 도입하여 개방형 평가 업무에 따른 시

스템의 개념 모델을 도출하 다.

우선 평가 업무를 행정규칙  법령에 기반을 두

어 분석하고 행  주체  단계별로 유형화 하 다.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과학기

술기본법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리 등

에 한 규정, 소기업기술 신 진법, 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운 요령, 소기업청 기술개

발사업 리지침, 미래창조과학부의 연구 리 표

 매뉴얼의 분석을 통해서 평가 업무의 행  주

체를 주 기 ․ 문기 ․평가자로 구분하고, 업

무의 로세스를 사  비 단계․평가 수행 단계 

․사후 정리 단계로 구분하여 연구개발계획서 작

성  신청, 평가 원 신청, 평가 분과 구성, 분과

에 따른 평가 원 배정  피평가자 배정, 평가 참

석  발표, 평가 원회 개최, 평가 결과 계산, 평

가 결과 취합, 평가 결과 통보 등의 구체 인 업무

를 유형화 하 다.

다음으로 온라인 평가 시스템의 신뢰성 제고를 

하여 평가 업무의 개방성을 시하고, 이를 해 

OECD의 열린 정부 요소에 부합하는 구체 인 개

방형 평가 업무를 도출 하 다. 평가 업무의 개방

화에 있어서는 OECD가 제시하는 투명성, 근 가

능성  응성의 3가지 요소를 고려하 으며, 이

를 하여 시간  공간의 제약을 제거한 온라인 

환경을 제일의 생태계 조건으로 제시하 다. 한 

평가의 투명성을 하여 분과 심의 평가 체계에

서 과제 심의 평가 체계로의 환  평가자의 

자율 인 선택과 독립 인 평가 환경 보장을 업무

로 제시 하 으며, 온라인에서의 평가 공간 제공

을 통해 피평가자의 근 가능성  응성을 제

고하는 개방형 평가 업무를 구체화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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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유형화한 평가 업무와 평가 업무의 

개방화 방안를 심으로 클린평가시스템의 개념 

모델을 도출하 다. 시스템은 행 오 라인 평가

에서 온라인 평가로 평가 생태계  평가 방식의 

환을 도모하며, 문 인 평가자의 자발 인 

참여와 독립 인 평가 수행, 피평가자의 제한 없

는 응  내․외부의 부조리한 향력을 배제하

는 것을 시스템의 주요 목표로 도시화하여 모델을 

설계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평가 시스템이 자정부 내

에서 국가 R&D 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선정을 

한 정보시스템으로써 세계 최 로 시도되는 

계로 비교 검토를 한 선행 연구를 찾기가 어려

웠다. 그 지만 이번 연구가 국가 R&D 사업의 신

뢰성 있는 추진을 한 정보시스템 도입에 있어서 

련된 평가 업무를 행정규칙과 법령을 기반으로 

분석하여 유형화하고 이를 토 로 개방형 시스템

의 개념 모델을 도출하 다는 데는 의의가 있다.

다만, 평가 업무의 투명성과 편리성에 을 두

어 개발기술의 기술유출, 업비  등의 보안 문제

를 함께 분석하지 못한 은 본 연구에 한계라고 

할 수 있다. 향후에는 이런 보안 방안에 한 하드

웨어  소 트웨어 측면에서의 심도 있는 연구와 

함께 행 소기업청 R&D 시스템들과의 연계 

 국가 R&D 평가를 한 정보시스템에 한 연

구 역을 산 비  상  상 정부 사업으로까

지 확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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