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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국가 정보통신(IT)분야 연구개발(R&D)사업에 한 략과제를 선정하기 한 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New IT R&D정책인 Smile-curve에 맞는 략과제 선정을 해 포트폴리오 모형을 용하 으며, 

포트폴리오 모형 에서 정부정책의 효과  반 을 해 일반 인 R-R(Risk-Return) 포트폴리오 모형을 국가 R&D 

체계에 맞게 개발· 용하 다. 한, R-R 포트폴리오 모형의 평가항목  평가항목의 객 성 확보를 해 TRM(기

술로드맵)과 TLS(기술수 조사)자료의 항목을 사용하 으며, AHP(계층화분석)를 통하여 국가 략성, 시장성, 기

술성 등 평가항목별 가 치를 설정함으로써 국가 R&D 략과의 연계성을 강화하 다.

한, 본 모형을 국가 IT R&D 략과제 선정에 용한 결과 의미 있는 검증값이 나왔으며, 사업선정단계에서부

터 사업의 불확실성을 이고 성공률을 높이는 략과제를 선정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we offer a new strategic Portfolio Model for national IT R&D project selection in Korea. A risk and return (R-R) Portfolio 

Model was developed using an objectively quantified index on the two axes of risk and return, in order to select a strategic project and allocate 

resources in compliance with a national IT R&D strategy. We strategize using the R-R Portfolio Model to solve the non-strategy and 

subjectivity problems of the existing national R&D project selection Model. We also use the quantified evaluation index of the IT technology 

road map (TRM) and the technology level Survey (TLS) for the subjectivity of project selection, and try to discover the weights using the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In addition, we intend to maximize the chance for a successful national IT R&D project, by selecting a 

strategic Portfolio project and balancing the allocation of resources effectively and obj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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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과학기술 진흥을 한 정부의 연구개발 산은 최근 

5년간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여 2007년 9조 

7,629억원에서 2011년의 R&D 산은 14조8,740억원

으로 폭 확 될 망이다. 국가 차원에서 이들 각각

에 한 연구개발 산의 정 규모를 배분하는 것은 

매우 요하고도 어려운 작업이다. 다시 말하면 연구

개발에 한 투자방향을 합리 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합목 으로 연구개발 산을 배분하는 문제는 

매우 복잡하고도 어려운 문제이다 [1]. 경제․사회  

목  측면에서 살펴보면, 산업발 , 국방, 의료․보건, 

환경 보호, 교통안 , 에 지  자원 확보 등의 안 

문제에 한 략 인 산배분이 하게 이루어져

야 한다. 특히, Information technology(IT) and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ICT) 분야의 

경우 국가 IT R&D 략이 추격형(Catch-up)에서 선도

형(Leading)으로 변화되면서[2] R&D 산규모가 2003

년 3,726억원에서 2008년 4,673억원으로 속히 증가

하 으며, 이로 인해 국가 R&D 략과제 선정에 한 

심이 높아지고 있다 [3].   

그러나 부분의 연구들이 과제선정을 한 기법을 

개발 하거나 단순히 R&D 산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에 한 문제만 고려할 뿐, 략 인 과제선정과 략

과의 연계를 한 구체 인 모형과 로세스까지는 고

려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정된 국가 R&D 산

에 한 효율 (efficiency)인 배분이 아닌 효과 인

(effective) 배분을 하여 국가 R&D 략에 부합하는 최

의 자원배분 (resource allocation) 모형이 필요하다 [4]. 

한, 국가 R&D 략과제의 성공률을 최 화 할 수 있

도록 객 화된 략  모형의 선정방법이 요구되고 있

다 [5,6].

Souder는 R&D과제의 선정모형을 선별(Screening)모

형, 우선순  결정을 한 평가(Evaluation)모형, 이들 

로젝트를 체로 묶어 최 화 구성을 찾아내기 한 포

트폴리오(Portfolio) 분석 모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선별

모형은 과제 선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악하고 

각 과제를 이 평가요소에 의해 평가하여 선별하는 것으

로 사용이 편리하고 자료 요구량이 많지 않고 쉽게 로

젝트를 선별할 수 있다는 에서 장 이 있으나 평가가 

주 이며 평가자에 의해 평가의 편차(bias)가 크다는 

단 이 있다. 평가모형은 평가자료의 요구량도 많고 정

확성도 높이 요구하고 있으나 신 사업의 특성을 심도 

있게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하지만 여러 개의 속성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포트폴리오 분석

모형은 개별 과제의 선정여부가 과제별로 독립 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포트폴리오 입장에서 선정되

는 것으로 연구 과제의 특성인 불확실성, 연속  의사결

정, 자원제약 등 많은 요소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고 

Souder는 정리하 다 [7-10].

포트폴리오 모형은 일반 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Risk, Return을 양축으로 한 R-R (Risk-Return) 포트

폴리오 모형을 기본으로 국가 연구개발 사업  과제 

특성에 맞게 개발· 용하 다. 한, R-R 포트폴리오 

평가항목의 략성 확보를 Risk와 Return 축의 평가항

목을 R&D과제에 있어 객  사 기획자료인 기술로

드맵(IT Technology Roadmap, TRM)과 기술수 조사

(Technology Level Survey, TLS) 결과 등의 정성 ·정량

 지수를 평가항목(evaluation index)으로 사용하여 사

업선정의 략성과 객 성을 높 다. 그리고, 국가 IT 

R&D 략과의 강력한 연계성을 강화하기 해 기술

성, 시장성 이외에 국가 략성 요인을 추가하여 평가

항목을 계층화분석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로 분석하여 평가항목별 가 치를 설정하 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국가 IT R&D 략이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변화되면서 이에 필요한 New IT R&D 정책

인 스마일커  략(Smile Curve Innovation)[3]과 매핑

(mapping)하는 최 화된 사업 선정 모형을 개발하는데 

그 목 이 있다. 한, 본 모형의 용을 통하여 한정된 

R&D 산에서 IT R&D 정책에 맞는 략과제를 최종 선

정하게 되며, 국가 R&D사업의 성공률을 극 화 하는 

략  사업선정 모형이 될 것이다.

Ⅱ. 포트폴리오 모형의 이해

R&D 포트폴리오 리는 R&D project의 사  평가, 

go/kill, project간 균형이나 믹스(mix) 설정, project의 우

선 순  결정 그리고 project별 인 /물  자원 배분을 모

두 통칭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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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 포트폴리오 모형에는 3가지 목표가 있다. 첫째, 

포트폴리오의 가치 극 화(Value Maximization)이다. 

장기 수익률이나 투자 수익률, 순 재가치 등 주로 재

무 지표를 포함한 상업  성과(Commercial Success) 달

성이 주요 목표가 된다. 이러한 목표 하에서 포트폴리

오의 가치를 극 화하도록 자원을 배분하는 것이다[11, 

12]. 주요 기법으로는 지표 공식법(Index), 체크리스트 

등이 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균형(Balance)을 이루는 것이

다. 이러한 목  하에서 시장별, 제품 카테고리별, 기

술별, project 유형별(신제품/개선/비용 감/유지  

보수/기  연구 등) project간의 균형을 이루는데 역

을 둔다. 주요 기법으로 Bubble Diagram, Map 등이 이

용된다. 

마지막으로, 략  방향(Strategic Direction)하에서 

포트폴리오를 리하는 것이다. 즉, 경  략에 입각한 

R&D 과제의 선정  자원 배분에 역 을 두는 것이다. 

바로 이 세 번째 목표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R&D의 

‘ 략  포트폴리오 모형'이다. 물론 이러한 3가지 목표

간에는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다. 를 들면, R&D 과

제의 가치를 극 화하기 한 포트폴리오 리는 부

분 단기 이며 리스크 회피성이거나 특정 시장에 

을 두기 때문에, 사업간 균형을 제 로 이루지 못할 수 

있다. 한 경  략에 입각한 포트폴리오 리는 단기 

이익률과 같은 재무  목표를 간과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격한 경  환경  기술 환경의 변화로 인해 

R&D 략과 경  략간의 강력한 일치가 특히 강조되

고 있다.

Souder와 Cooper는 R&D project 선정을 한 tool로 

scoring 모형, financial 모형, 포트폴리오 모형으로 구분

하고 있다[13,14]. 포트폴리오 모형은 scoring 모형의 주

성과 financial 모형의 factor간 속성(attribute)을 동시에 

고려할 수 없는 단 들을[13] 보완하여, 객 인 기

과 R&D 과제의 특성인 불확실성, 자원의 제약 등 R&D 

project가 지닌 다속성(multiple attribute)을 동시에 고려

하여 R&D 략별로 과제를 배분하는 능동  의사결정 

로세스이다. 하지만 객 인 자료가 없으면 모형의 

용가치가 없어지는 단 과 다속성을 동시에 처리해

야 하는 복잡성이 있다[15]. 그러나 최근 컴퓨터 성능의 

발 에 따라 데이터 처리의 복잡성이 해결되면서 효과

인 자원배분이 가능한 포트폴리오 모형에 한 심

도가 확산되고 있다[16]. 

한 경 략과 일치하는 R&D사업선정을 해 

략  포트폴리오모형에 한 연구가 활발하다 [17]. 거

품의 크기와 색깔 등을 고려하여 사업간 배분을 찾는 

bubble diagrams[18]과 시장 유율(market share)와 시장 

성장성(market growth)을 두축으로 한 BCG matrix(star, 

cash cow, question, dog) 등 다양한 략 포트폴리오 모형

이 활용되고 있다. 부분의 연구들은 자원을 어떻게 효

과 으로 배분할 것인가의 문제에만 을 맞추고 있

을 뿐, 략 으로 사업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최 화할 

것인가의 문제는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 단지 각 사업에 

해 한정된 자원을 어떻게 배분(balance)할 것인가를 결

정하는 것만을 다루고 있다. 따라서 본 모형에서는 략

 포트폴리오모형에 IT TRM과 TLS 자료의 계량지수

를 사용하여 사업선정의 객  자료를 제시하 으며, 

평가항목의 가 치를 두어 략  자원배분에 주안

을 두었다.

Ⅲ. 국가 략과 략모형

3.1 국가 IT R&D 략

우리나라의 IT산업은 각종 경제  통계지표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가 경제를 이끌어 가는 핵심성장 동력

으로 성장하여 IT인 라, 반도체, 디지털TV, 

TFT-LCD, 휴 화 단말기 분야 등에서 세계가 인정

하는 목할 만한 성과와 함께 과거 10년 동안 우리나

라 경제 성장의 20% 이상을 기여하면서 국가 경제의 

성장을 주도하 다. 하지만, 변하는 세계 경제  산

업 패러다임의 변화와 흐름 속에서 한국의 IT기술 상

이 catch-up에서 technology leader로 변함에 따라 새로

운 IT R&D정책 수립의 필요성이 두되어 2008년도

에 IT R&D smile-curve 신정책[3]을 수립하 다. 이

와 동시에 R&D 산규모가 표 1에서와 같이 2003년 

3,726억원에서 2008년 4,673억원으로 속히 증가하

면서, 국가 R&D 략과제 선정에 한 심이 높아지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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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T R&D 산
  Table. 1 IT R&D Budget in Korea

(단  : 억원)

구분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산 3,726 4,086 4,537 5,276 5,113 4,673

기존 IT R&D정책은 로드맵 수립과 마일스톤 리 만

으로도 가시 인 연구성과 창출이 용이한 응용

(Application)사업으로 comfort zone에 속했다. 하지만, 오

늘날 국가 IT R&D 략은 그림 1과 같이 4세  R&D의 

발명과 신(invention & innovation) 양극단에서 가치창

출을 극 화 하는 smile-curve innovation 략으로, 발명

(Invention)의 ‘핵심원천 (core)기술’과 신(innovation) 

의 ‘상용화 (commercial)기술’로 smile-curve 략을 추진

하고 있다.

그림 1. 국가 IT R&D 략(smile-curve)
Fig. 1 National IT R&D strategy (smiling curve)

“Smile Curve”모델은 만이 국과의 제조업 분업모

델로서 제시한 것으로 이 발 모델은 기업의 가치산출 

사슬에서 부가가치의 조립·하청 생산활 동은 국에 

넘기고, 특허, R&D, 설계 등 상류 (Upstream) 부문 활동

과 마 ·운수·보 · 랜드· 융·기타 서비스 등 하류

(Downstream) 부문 활동의 경쟁력을 높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나간다는 것이다. 즉 상류와 하류의 고부가가치 

부문은 만에서, 류의 부가가치 부문은 국에서 

행하는 분업구조로서, Smile Curve의 양극단형 발 을 

지향하는 것이다[19].

smile-curve 략은 가시  연구성과 창출이 용이한 

응용연구 역을 탈피하여 핵심원천연구와 상용화에 

집 한다는 략으로, 이들 양극단에서 미래 원천기술

과 첨단 상용화 제품  서비스를 동시에 창출하는 략

이다.

3.2 R-R포트폴리오 모형

국가 IT R&D정책에 부합하는 략  과제선정과 자

원 배분을 해 포트폴리오 모형 에서 44.4%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Risk & Return을 두축으로[18] 한 

R-R 포트폴리오 모형을 기반으로 구성하 다. 그리고, 

국가 IT R&D 략인 smile-curve와 연계한 R-R 포트폴리

오 모형을 개발하 다.

smile-curve에서 value가 높은 상용화 기술과 핵심원

천 기술에 한 선택과 집 을 해 R-R 포트폴리오의 

New engine, Challenge 타겟 심으로 략과제를 선정

하게 된다.

국가 IT R&D 략인 Smile Curve와 일치하는 포트폴

리오 모형개발을 해 Smile Curve x축의 value와 R-R 포

트폴리오의 x축 Return의 의미를 동일하게 고려했다. 일

반 으로 Return의 측정을 해 ROI, ROA, ROE 등의 값

을 사용함에 value와 Return 의미를 같이한다고 볼 수 있

다. 이러한 가정하에서 low risk, high return 타겟에 치

하는 New engine 타겟은 국가 IT R&D 략의 상용화 사

업이고, high risk, high return의 challenge 타겟은 핵심원

천 사업으로 그림 2에서와 같이 smile-curve 략의 u-커

버형의 양극단에 치한 사업화 과제와 핵심원천 과제 

역과 일치하고 있다. 

 

그림 2. smile-curve와 일치성
Fig. 2 Alignment with the smiling curve

가. New engine target 

Low Risk & High Return 기술로 신성장(New engine)

을 한 상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추진하는 략과제 

(상용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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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hallenge target

High Risk & High Return 기술로 험 리 의 원

천기술사업으로 추진하는 략과제 (핵심원천사업)

다. Question target 

Low Risk & Low Return인 기술로써 R&D 산 투자여

부 재평가사업 (응용사업) 

라. Never target 

High Risk & Low Return인 기술로써 R&D 산 투자 

보류사업 (응용사업)

Ⅳ. 평가의 객 화

4.1 평가 기

한국의 IT R&D 정책인 smile-curve innovation 략과 

매핑(mapping)하는 최 화된 사업 선정 모형 개발을 

해 략  포트폴리오모형  Risk & Return을 양축으로 

한 R-R 포트폴리오 모형을 활용하 다. 한, R-R 포트

폴리오 모형의 략성 확보를 해 그림 3에서와 같이 

TRM과 TLS 등의 계량지수를 평가항목으로 사용하여 

선정모형의 객 성을 높 다.

그림 3. R-R 포트폴리오 모형 
Fig. 3 R-R portfolio model

략과제 선정을 해 R-R 포트폴리오 모형에 합

한 16개의 세부 기 (Sub criteria)을 제안 하 다 [20]. 그

리고, R-R 포트폴리오 모형의 객 성을 해 평가 항목

으로 TRM과 TLS 자료의 기술수 , 기술격차 등의 계량

지수를 Risk & Return의 input 값으로 사용하 다. 그리

고 기 별로 가 치(weight)를 두어 략  과제선정에 

근 성을 높 다. R-R 포트폴리오 x, y축에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사업별 타겟에 따라 IT R&D 략에 합한 사

업을 선정하게 된다.

세부 평가기 은 선행 국가 R&D 과제에 한 AHP 

 자료포 분석(Data Envelopment Analysis, DEA)의 평

가항목을 참고하여 선정하 다[21]. 표 2에서와 같이 

Return 축은 vision/ 략과의 연계성, 기술/시장 측면의 

기 수익  효과, 제품의 독창성을 평가요소로 설정하

다. Risk 축은 기술/시장 측면의 험성과 투입 산을 

세부 평가기 으로 설정하 다. 

표 2. 평가 기
Table. 2 Evaluation criteria

축 평가기 (wj) 세부 평가기 (uj)

Risk Technology 

Marketability

Budget

기술수   격차, 

기술성숙도 

시장 규모, 경쟁자

시장 성장  성숙도

R&D 투자 산

Ret-urn Vision

Technology

 

Marketability

Originality

략과의 일치성

기술의 요도, 

긴 성과 효과 

상업성, 시장 수익  유율 

IPR & 표 화

TLS의 계량지수를 데이터로 사용한 평가기 은  

Risk와 Return의 Technology이다. 그리고, TRM을 데이

터로 한 평가기 은 Risk와 Return의 Marketability이

다. Return의 originality평가를 해서 지식재산권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PR)와 국제 표 화 자료를 

활용하 다.

4.2 평가 가 치

R-R 포트폴리오 모형에서 사용된 Risk와 Return의 평

가항목을 정량화하고 객 화 하기 해 다기  의사결

정(Multi-Criteria Decision Making)기법  하나인 Satty

의 Analytic Hierarchy Process(AHP) [22]을 활용했다.

본 논문에서는 AHP 차를 4개 step으로 분석하 다.

가. Step 1 : 실세계의 복잡하거나 애매모호한 의사

결정문제를 목표, 기 , 안 이라는 3가지 항목으로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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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구조한다.

나. Step 2 : 각 계층의 항목들 간의 평가기 을 기 으

로 하여 비교 (pair-wise comparisons)을 수행한다. 

다. Step 3 :  고유벡터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상  가 치(weight)를 추정한다. 

즉, A·W= λmax·W(여기서 A는 비교로 얻어진 

정방행렬을 나타내고, λmax는 A의 최 고유치, W는 고

유벡터이다)의 식을 통해 고유벡터 W가 구해지면 W의 

각각의 성분을 ∑wi로 나눔으로써 정규화(normalized)된 

가 치를 얻을 수 있다.

라. Step 4 : AHP의 마지막 단계는 최하  계층에 있는 

안들의 상  비  는 우선순 를 구하기 해 각 

계층에서 계산된 평가기 들의 상  가 치를 종합

하는 과정이다. 최상  계층에 있는 의사결정의 가장 일

반 인 목표를 달성함에 있어서 최하  계층에 있는 

안들이 어느 정도 향을 미치는지 는 어느 정도의 

요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해 안들의 종합가

치를 구하는 단계이다. 안의 종합가 치는 Wi = ∑ 

(wj)(u
i
j)을 통해서 구할 수 있다. (Wi는 i번째 안의 종합

가 치이고, Wj는 평가기  j의 상  가 치, ui
j는 평

가기  j에 한 i번째 안의 가 치를 각각 의미한다). 

이들 안의 종합가 치는 안의 상  비  는 우

선순 라고도 하며, 안 선택 는 자원배분의 기 를 

제공한다.

안의 종합가 치는 AHP 방법을 활용하여 아래의 

식을 통해 구하 다. 

Wi = ∑j(wj)( u
i
j),

여기서, Wi : i번째 안의 종합가 치

wj : 평가기  j의 상  가 치

ui
j : 평가기  j에 한 i번째 안의 가 치

평가항목에 한 가 치를 결정하는 것은 평가항목

의 설정과 함께 연구project 선정  평가 체계 구성에 있

어서 고려해야 할 요한 문제이다.  설문조사 결과를 취

합하여 표 3과 같이 Criteria에서 기술성, 시장성, 산, 비

과 제품의 독창성의 평가기 간에 비교를 통하

여 일 성 검증을 통하여 일 성이 있는 가 치를 산출

하고 상  가 치를 도출하 다. 

표 3. 평가 기 별 가 치
Table. 3 Criteria weights

축 평가 기
가 치

New engine Challenge

Return Vision

Technology 

Marketability

Originality

0.196

0.254

0.382

0.168

0.196

0.281

0.204

0.319

Risk Technology

Marketability

Budget

0.425

0.390

0.185

Return분야는 New engine과 Challenge 타겟으로 구분

하여 가 치 값을 구하 다. 이는 Challenge 타겟의 경우 

독창성이 높게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Ⅴ. 략과제 선정 사례

5.1 1단계 후보과제 선정

2008년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연구개발사업 170개 제

안 과제를 상으로 본 모형을 용하여 project 선정하

다. 1단계로 170개 제안과제 에서 New engine와 

Challenge 타겟의 략범 를 심으로 New engine 타겟

에서 71개 과제, Challenge 타겟에서 61개 과제로 1단계 

132개의 후보과제를 표 4와 같이 선정하 다. 

표 4. 1단계 후보과제 선정결과
Table. 4 Selected results of the strategic project(1st step)

사업구분
Target

계
New engine Challenge

Semiconductor 8 13 21

Display 4 7 11

LED, FTTH 9 7 16

Home network 14 3 17

Digital TV 9 3 12

Broadcasting, satellite 0 11 11

Mobile phone 2 8 10

BcN 5 3 8

SW 9 0 9

Post computing 4 2 6

Information security 4 4 8

Digital contents 3 0 3

Total 71 61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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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된 R&D 산을 고려하여 국가 R&D정책에 맞는 

과제를 사업군별로 그림 4에서와 같이 선정한다. 략과

제의 경우 Low Risk & High Return의 New engine 타겟과 

High Risk & High Return의 Challenge 타겟에서 사업을 

선정한다. 를 들어, 정보보호(Information security) 분

야 11개 제안사업을 R-R 포트폴리오에 입력한 상태에서 

R&D 산 규모를 감안하여 실선(A) 는 선(B)를 기

으로 사업을 선정할 수가 있다. 실선(A)의 경우 상용

화 사업이 4개(8, 9, 10, 5번), 원천사업이 4개(6, 11, 7, 3

번)로 8개 사업이 선정된다. 

반 로 산이 부족하다면 선(B)를 기 으로 상용

화 사업이 3개(8, 9, 10번), 원천사업이 3개(11, 7, 3번)로 6

개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R&D 략과제가 선정되는 과정을 보면 상당히 많은 

상과 타 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상과 타 을 통해 

당  제시된 사업 포트폴리오에서 R&D 산과 기간 측

면에서 수정되고 있다. 후보과제 선정 역시 산과 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과 타 을 통하여 후보 략과제가  

결정된다.

  

그림 4. 후보과제 선정
Fig. 4 Strategic project portfolio selection

5.2 2단계 략과제 선정

략과제 선정은 2번째 단계로 170개 제안과제  1

단계에서 선정된 132개 후보 과제 에서 국가 R&D

략  산에 부합되고 최 으로 자원배분 된 략과제

를 선정한다. smile-curve에서 가치가 높은 상용화 기술

과 핵심원천 기술에 한 선택과 집 을 해 R-R 포트

폴리오의 New engine, Challenge 타겟을 사업 심으로 

략과제를 선정하게 된다.

1단계에서 선정된 132개 후보과제을 상으로 한정

된 R&D 산을 고려하여 국가 R&D정책에 합한 과제

를 표 5에서와 같이 New engine 타겟에서 46개 과제를 

Challenge 타겟에서 41개 과제를 선정하여, 2단계 총 87

개의 최종 략과제를 선정하 다. 

표 5. 2단계 략과제 선정결과
Table. 5 Selected results of the strategic project(2nd step)

사업 구분
1단계

선정

Target
계

New engine Challenge

Semiconductor 21 6 8 14

Display 11 2 4 6

LED, FTTH 16 2 6 8

Home network 17 7 1 8

Digital TV 12 9 3 12

Broadcasting, satellite 11 0 8 8

Mobile phone 10 2 6 8

BcN 8 4 2 6

SW 9 6 0 6

Post computing 6 3 1 4

Information security 8 3 2 5

Digital contents 3 2 0 2

Total 132 46 41 87

LED와 FTTH사업의 최종 과제선정결과를 살펴보면, 

그림 5에서와 같이 LED와 FTTH사업의 원천성을 고려

하여 New engine 타겟의 9개 과제 에서 2개 략 과제

를 최종 선정하 으며, Challenge 타겟에 7개 project 

에서 6개 project을 선정하 다. 

그림 5. 략과제 선정
Fig. 5 Strategic project sel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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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본 논문은 IT분야에서의 국가 R&D과제 선정을 한 

략모형을 제시한 것으로 R&D 정책과 일치성이 가장 

높은 R-R 포트폴리오 모형을 용하여 R-R 모형의 단

을 개선하고 한국 IT R&D 략에 맞는 과제선정 모형을 

도출하 다.

포트폴리오 모형은 한정된 자원에서 효과 인 사업

선정을 하여 기업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

는 모형으로, 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R-R 포트폴

리오 모형을 용하 다. Risk & Return을 양축으로 New 

engine, Challenge, Question, Never등 4개의 략 타겟을 

구성하 다. 

본 모형은 국가 IT R&D정책인 Smile-curve innovation

의 u-곡선과 매핑되어 있다. 한 모형의 략성과 객

성 확보를 하여 TRM과 TRL의 계량지수를 평가 항목

으로 사용하 고 AHP를 이용하여 항목별 가 치를 부

여하 다. 

본 모형의 검증을 하여 2008년도 정보통신부의 IT 

R&D 제안과제 170개를 사례로 하여 후보과제 132개, 최

종 략과제 87개 선정을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결과를 

보 다. 이는 국가 IT R&D 략project 선정에 있어 최종

정책결정자의 주 성을 최소화 한 것으로 본 모형이 모

든 국가 IT R&D 략project 선정의 기 이 될 수는 없지

만, 국가 정책과 일치하는 략project 선정 모형을 제시

하 다.

본 모형의 개발을 통하여 국가 IT R&D분야 사업의 효

용치를 극 화 할 수 있는 최 의 사업 선정 모형을 제시

하 다. 뿐만 아니라 타 분야 R&D 과제 선정과 자원 배

분에 새로운 모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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