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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사회, 경제, 문화  환경변화와 연구개발 사

업의 불확실성  험성이 증가되면서, 증거 기반

의 통합지원 지식베이스  정책 과학화 기반 체계

의 필요성이 두되고 있다[4]. 

이런 문제들은 기존의 단선  정책 수립과 후속

 응 조치보다는 거시  의 정책, 주기  

정책 제, 정책지원 업무체계, 고도화, 측 정

화, 분석심층화 등의 새로운 방법론과 지식베이스

가 필요하다. 특히 지식 기반의 고품질 정책 생산

과 효율 인 정책결정지원을 해서는 과학기술 정

책 통합지원 지식베이스 구축과 함께 정책 기반의 

총체  과학화 근이 요하다. 

주요 선진국을 심으로 제 3세  과학기술 신

체계 실 을 한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로그

램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과학기술정책의 과

학화 개념은 2005년 AAAS(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에서 Dr. Mar-

burger를 통해 처음 제기 다[5]. 이는 과학기술정

책의 효과성 단에 있어 R&D 투자와 신, 경쟁

력, 사회  편익 요인 간 계의 이해가 필요하며 

과학기술정책결정자의 R&D 정보 활용이 더 빠른 

정보 취합과 그 이상의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한

다는 것이다. 

선진국의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로그램을 살

펴보면 미국 국립과학재단(NSF：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SciSIP(Science of Science and In-

novation Policy)이 표 이며 새로운 정책 이론 

 모형, 방법론, 지원도구  IT 인 라 구축 등

을 다양한 연구개발 과제로 편성하여 진행하고 있

다. 한 OECD는 과학기술산업부(DSTI：Depar-

tment of Science, Technology and Industry)에서 

과학기술지표 개선  통계지표 과학화를 한 

Blue Sky I, II 로그램을 추진 이다. EU의 경

우 유럽연합연구센터(JRC：Joint Research Center)

에서 EIS(European Innovation Scoreboard) 개선

과 연구 황 통계 등 지표 과학화가 진행 이다. 

한 유럽연합은 측 기반 과학화 로그램인 

ERAWATCH(European Research Area WATCH) 

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과학기술

진흥기구 연구개발 략센터(CRDS)를 통해 객

 증거 기반 정책 수립을 해 ‘과학기술 신정

책의 과학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선

진국의 정책 과학화 로그램은 정책 환경의 변화

에 유연하게 응할 수 있는 정책 모형과 새로운 

방법론 발굴, 객  증거 기반 평가체계 수립을 

해 다양한 정책 활동 인 라를 균형 으로 개선

하는 것이다[6, 7]. 우리나라의 경우 국가과학기술

원회 산하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2008년도

부터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새로운 이론  방법론 개발, 정

책지원 로세스 개선, 과학 인 증거 기반 정책

결정지원 도구  서비스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본 논문은 과학기술정책의 과학화 기반 구축 

에서 효율 인 과학기술 정책 수립을 한 증거 

기반 지식베이스 서비스와 의사결정지원 체계  

비즈니스 지능화를 연구한다. 한 서비스 구 을 

해 로세스 기반의 컴포 트 개발과 서비스 조

합을 통한 신속한 서비스 구  방법  사례를 소

개한다. 

2. 련연구

지식 기반 산업의 고도화와 로벌 경제의 복잡

성증가 등 외 환경의 빠른 변화는 국가  기업

의 기술 신 정책수립  리를 더욱 어렵게 하

는 한편, 주요 연구개발 투자의 험성을 더욱 높이

고 있다. 한 조직  기업, 국가의 경쟁력 확보

에 있어 ‘지식집 과 창의설계’ 등 가치 기반의 기

술 신이 강조되면서 총체 으로 기술 신을 지원

하는 지식 기반의 정책지원 IT 인 라와 정책결정

지원이 가능한 경 지능화 분야의 연구개발 요구

가 높아지고 있다[5]. 하지만 기존의 단선  기술

신모델과 정책지원 도구는 다양한 기술변화와 복

잡성 문제를 효과 으로 해석하는데 제약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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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비스의 구축방법

이러한 문제와 련하여 컴퓨터 지원 정책결정 

연구들은 1990년 에 들어 시스템이론과 환류사고

를 기반으로 시스템역학으로부터 발 해왔으며 인

공두뇌학과 자동제어기계론으로 진화하고 있다. 특

히, 2000년 에 들면서 이 연구들은 더욱 확장되

고 세분화되면서 컴퓨터 기반 정책결정 연구와 기

계학습 기반의 지능형 결정 연구로 확 다[9]. 

한 첨단기술 간의 융합과 정책 리체계가 변화

함에 따라 새로운 지식 기반의 동태  모델과 정

책지원을 한 통합  연구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

되고 있다. 1961년 Jay W. Forrester의 산업동태

론을 시작으로 사회  상을 데이터  과 시

스템  사고로 근하여 주요 통제와 리 정책, 

의사결정 체계를 구조화하는 연구가 시작 다[10]. 

이는 실세계의 상에 한 추상화 시스템과 의사

결정자 간 정보 네트워크의 요성을 강조하는 것

이며 주요 객체와 가변  요소의 계 모형을 기

반으로 시뮬 이션해 주요 상에 한 통찰을 유

도하는 것이다. 하지만 기존의 수리경제학의 시계

열모형  회귀분석과 통계  수치분석방법을 사

용하는 계량경 학 기법은 획일  데이터로부터 

규칙의 추정과 지표 산출에 맞추어져 있어 특정 

요소 간의 의미 계와 속성 분석, 의사결정 트리

와 같은 선택  경로 생성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

에서는 [그림 1]과 같이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

비스의 구축방법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

비스를 구 한다. 이를 해 기존의 로세스를 

분석하여 개선 요소를 악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방법론을 정의하며 방법론별 로세스를 

효율 으로 지원할 수 있는 주요 컴포 트를 개발

했다. 이러한 주요 컴포 트는 로세스의 추가, 

변경에 따라 유연하게 확장 될 수 있다.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비스는 사자원  로세스, 서

비스를 컴포 트를 기반으로 상호 연계  통합하

여 서비스인 라를 통해 구 했다. 

3. 정책 과학화 서비스 구축방법 

시스템의 자원, 로세스, 서비스 모델설계에 있어 

본 연구에서는 크립키(Kripke) 구조의 표기법을 사

용했다. 크립키 구조는 정형언어를 통한 정형명세

에 가장 용이한 그래픽 표기법이며 논리(Logic) 모

델의 속성검증이 가능하다[11]. 

<표 1> 서비스 지능화를 한 컴포 트 시

서비스 구분 컴포 트

과학기술 

정책지원

∘통합정보 리 검색

∘기술모니터링/실시간 동향분석

∘유무선 통합

업

무

지

원

기술

측

∘미래 측 커뮤니티

∘ 2D matrix 델 이 조사

∘로드맵 시각화

정책

기획

∘ 장기계획, 정책 동향 자료 데이터 

베이스 구축, 기타 조회/검색

투자

략

∘미시  투자기획 로세스지원 DB

∘과제분석 리

∘R&D 사업정보 연계

타당성 

분석

∘R&D 편익분석 

∘ 효과분석 도구

∘비용/논문분석 도구 

조사

분석

∘통계지표 종합 검색

∘통계 그래 , 통계표 DB 

사업

조정

∘사업이력/ 산편성지원

∘ 산요구서, 기사업 계획서 DB, 

심의자료 DB화

사업

평가

∘심층평가 결과 조회  검색

∘ 문 원회 리

우선 과학기술 정책과학화 서비스 체계 설계에 

있어 상  로세스를 정의하고 앞 에서 도출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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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흐름  활동, 데이터 흐름, 제어흐름 등을 <표 

1>과 같은 컴포 트 기능별로 분류하여 세부 모

델 로세스를 분석한다. 

서비스의 경우 기술에 한 연구개발 투자와 

략수립, 연구개발 사업에 한 평가와 조정에 

한 로세스들이 순차  차를 갖기 때문에 로

세스 모델이 매우 요하며 주요 정책활동  의사

결정 활동에서 증거 기반의 지식이 활용되어 진다

[12]. 따라서 주요 데이터  지식정보의 통합은 

의미 기반의 지식 구조화를 고려하여 정책결정의 

흐름을 기 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신정책에 한 정보와 지식의 분류를 해 

고 인 지식 정의  유형 분류, 기  등을 사

에 악하고 이를 정책결정 로세스에 사상했다. 

이러한 지식베이스 구축 과정은 피상  사실의 이

해수 을 넘어 특정 상이나 사건의 발생 원인을 

해석할 수 있도록 정보를 분석하고 구조화하는 작

업이며 이해 계자, 정보흐름, 논리모델 등을 연

(Association) 분석하여 단계 으로 로세스를 정

제하는 것이다. 

세부 통합모델 설계에 있어 우선 통합모델(M)이 

갖는 정의에 따라 모든 상태(S)는 토픽(T) 단 이

며 이는 자연어의 용어(Term)와 같다. 하나의 통

합모델은 시스템 내의 모든 문서와 텍스트 등을 자

연어 처리를 통해 텍스트 마이닝하고 추출된 표

어를 자원의 계층구조와 토픽 간 계분석을 통해 

하나의 지식 모델(M)을 생성한다. 하나의 지식모델

은 로세스와 업무활동의 경우 정의와 같이 문서

가 존재하는 장소(Repository)의 주소(Address)

가 로세스(P)가 되며 세부 디 터리(Directory)

의 이름(Name)이 업무활동(T)이 된다. 지식 모델

의 자동화 생성을 한 생성 모델의 정의는 아래

와 같다. 

Policy Making Supporting Model：M 

= {Process, Task, Resource}

Process：P 

= Document Repository {Address1, … Addressn}

Task：T 

= Document Directory {Name1, … Namen}

Resource Element：Topic：E 

= Mining {Term1, … Termn}

[그림 2] 수집정보와 주요 컴포 트 연계도

4. 서비스 개발사례  평가 

4.1 정보 통합  컴포 트 설계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서비스 구 을 해 먼

 과학기술 련 지식정보의 수집․ 리  업무

활동(Task)을 분석하여 내부 데이터  정보연계, 

기능 등을 식별하고 컴포 트를 설계한다. 정책 정

보의 지식베이스 통합은 업무활동별 데이터  정

보의 구조화를 통해 진행했다. 업무활동의 흐름과 

계를 로세스별 컴포 트로 정의하여 통합 정

보 리  서비스 조합이 가능하도록 설계했다. 

한편 정책정보의 수집은 [그림 2]와 같이 업무활

동을 지원하는 컴포 트 단 로 수집하 다. 웹문

서, 내부문서, 논문, 특허정보 등의 비구조화된 정

보는 텍스트 마이닝 기반의 동향분석, 키워드 추출, 네

트워크 시각화 등이 가능하도록 개발했다.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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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성과․인력등의 구조화된 정보는 온라인 분

석을 이용하여 통계 인 심층분석이 가능하다.

컴포 트 간의 계는 주요 작업흐름과 정보의 

계를 기반으로 구성할 수 있다[1]. 정책 과학화 

서비스를 한 컴포 트의 조합은 <표 1>와 같이 

로세스별 컴포 트를 편성하고 서비스에 따라 

조합된다. 

한 효과 인 컴포 트 조합을 해 정책 데이

터 간 연계 구조와 문서 로 일 리, 상호 참조

모델링 기능 등을 구 했으며 일반 인 데이터와 

정보를 로세스 기반의 지식체계로 구조화했다.

모든 정책정보는 수집과 분류, 구조화, 분석, 시

각화된다. 한 <표 2>, <표 3>과 같은 용량의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정보를 효율 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 로 일 색인기술을 

활용하는 한편, 분석 결과에 한 신뢰성을 확보

했다. 

<표 2> 통합 지식베이스 컴포 트의 정보 DB 

연도
특허
DB

논문
DB

시장
DB

통계
DB

총 계

2010 2,608,385 70,881 2,151 129 2,681,546

<표 3> 커뮤니티 컴포 트의 문가 DB 

연도
지식
분석

기술 측
문가 DB

타당성
문가 DB

평가
문가 DB

2010 3,242 1,030 298 2,425

4.2 서비스 구  방법

정책 과학화 서비스는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기

반 구축의 에서 사 인 미래모형을 기반으

로 설계 으며 새로운 정책지원 방법론과 컴포

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한 정책 과학화 서비스

는 정책지원 로세스가 갖는 가치 사슬과 업무  

업 흐름을 고려하여 계층  데이터  통합  

정보 구조를 갖는다. 효율 인 서비스 조합을 

해서는 세부 정책 로세스와 업무연계 모델이 필

요하고 데이터  문서 등 정보  컴포 트 호출

을 해 통합 로세스맵을 설계되어야 한다[2, 3]. 

업무연계 모델과 로세스맵은 정책의사결정 로

세스 기반의 서비스 구성을 한 데이터  컴포

트 호출의 기 이 된다. 

서비스 구 에 있어 <표 3>, <표 4>와 같은 개

념으로 업무별 컴포 트의 DB 정보를 통합  의

미분석과 토픽(Topic) 심의 연 검색, 주요 DB 

 기능 등을 서비스 지향 구조(SOA)로 설계하여 

정책의사결정자  이해 계자의 요구에 따라 서

비스가 조합되도록 구 했다. 과학기술 정책 과학

화 서비스  산조정 지원을 한 서비스 구

을 해 [그림 5]와 같이 직  산조정 로세스

를 지원하는 컴포 트(실선)와 조사분석, 기술 측

등의 다른 업무의 로세스를 지원하는 컴포 트

( 선)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구성한다.

<표 4>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비스 개발 방식 

구 분 DB  정보 설계 서비스 구

기존방식 순차 구조  기능 설계 기능 구조화

개선방식 서비스 지향 구조 설계 컴포 트 조합 

[그림 3] 컴포 트의 조합을 통한 서비스 구

기존의 정책 업무지원 기능은 단선  데이터 통

계, 정  지표 생성, 시뮬 이션, 회귀분석, 문서 

단  정보 공유 등 정  데이터 분석과 정보 활용

에 국한되었다. 반면 정책 과학화 서비스는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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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 자동분석, 연  데이터 기반의 정보연계, 논문 

 특허분석 등 <표 1>과 같은 서비스 지능화 컴

포 트를 활용하여 기술분석, 다차원 시각화 등 

새로운 심층 연계분석을 지원한다.

한편, 기존의 정책기획  평가조정 활동은 정책 

증거가 되는 지식정보의 연계  조정이 필요했으

나 련 지식정보의 획득  분석, 가공이 매우 어

려웠다. 정책의사결정지원 서비스의 경우 국가 과

학기술 정책의 방향  사업계획, 연구개발 황 

 성과, 평가, 사업조정, 산요구서, 기술 측, 

비타당성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정보의 상호연계

와 분석기능의 유연한 지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기존의 순차  기능 설계와 구조  시스템 개발방

법보다는 <표 4>와 같이 서비스 지향 구조의 컴

포 트 기반 개발이 효과 이다.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비스는 정책업무지원 포탈과 정책의사결

정지원 서비스 포탈, 온라인 문가 포럼으로 구

다. 모든 서비스는 주요 정책동향  투자분

석 정보, 연구개발 황 등 주요 컴포 트들이 공

유  조합될 수 있도록 개발했다. 한 모든 서비

스에서는 [그림 4], [그림 5]와 같이 의미분석 기반

의 시각  통합검색을 통해 정책정보에 한 체계

인 근과 빠른 정보 획득을 지원한다.

[그림 4] 시각화 기반의 의미분석과 통합검색

4.3 주요 서비스 개발사례

과학기술 정책의 과학화 서비스는 정책 안 생

산의 효율성  신뢰성 향상을 목 으로 했다. 따

라서 용량의 데이터 활용과 다양한 기능의 분석

도구 공유가 매우 요하다. 따라서 컴포 트 기

반의 개발방식이 합하며 서비스의 유기  조합

을 해 [그림 6]과 같이 단일한 시스템으로 구성

되어야 한다. 

한 새로운 데이터와 분석도구는 업무 로세

스별 서비스로 세분화되어야 하며 기존의 업무활

동과 생산성을 개선할 수 있도록 활동 흐름을 기반

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를 들어 기술 측  타

당성분석에 있어 기술분야, 단계, 지원 상 등에 

해 다양한 단자료가 필요했으나 이를 특정 

문가 는 시기성이 부족한 자료에 의존하여 왔다. 

이와 련하여 새로운 기술분석지원 서비스는 기

술동향지원  용량의 논문, 특허, 시장 데이터

베이스 분석을 통해 보다 객 이고 시의성 있는 

기술가치분석과 타당성분석 자료의 생산을 지원한

다. 이를 해 시장, 특허, 논문 등 약 268만 건의 

데이터베이스와 약 34만 건의 해외정책동향문서 

분석하여 제공한다. 정책 정보 검색 서비스의 경

우 사용자가 입력한 키워드와 련성이 높은 문서

들을 분석하여 련 문서를 제공하며 키워드를 여

러 개 입력하여 문서의 생성 빈도를 시계열로 동

시에 분석할 수 있다. 한 [그림 5]와 같이 주기

인 키워드 분석을 통해 시장 는 기술의 트

드를 악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그림 5] 기술 트랜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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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기존의 정책 련 데이터  정보들이 개별

으로 리되고 상호 정보 근이 불가능했기 때

문이다. 따라서 정책 정보의 신속한 조회와 연

분석이 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림 6] 정책의사결정지원 서비스 시

이와 련하여 정책정보연계 서비스를 설계하고 

정책 로그램  단 사업, 세부 연구과제의 

황정보, 사업코드  련 정보를 계형 데이터

베이스로 구축하여 통합 검색, 조회할 수 있도록 

개발했다. 이러한 서비스는 신속한 정책 황  

리지원뿐만 아니라 과학기술 정책의 의사결정에 

있어 주요 황 보고의 정확성  신속성을 강화

한다. 기술수 평가  타당성조사의 경우 사업종

류, 상기술, 지원방식에 따라  효과를 측

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했으며 사업의 단기, 기, 

장기 효과와 효과성  효율성을 분석할 수 있

는 기 자료가 부재했다. 이를 개선하기 해 논문 

 특허, 시장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색인 DB를 

구축함으로써 사업 효과 측정  효과 분석 지

원을 한 데이터를 확충했다. 

4.4 서비스 구축 성과  평가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비스의 구축 성과는 새

로운 이론  방법론의 지원, 정책 데이터의 확충, 

향상된 분석도구의 발굴, 효과 인 정보기술 인

라 개발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다[13]. 우선 새로운 

이론  방법론 지원 측면에서 과학기술 연구개발

에 한 비용  편익 분석을 강화하기 해 산

편성 정보분석  투자방향설정을 한 과학기술 

황 종합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했다. 한 과학기

술 평가조정지원 역량 강화와 련하여 과학기술 

성과 분석을 한 다차원 분석  성과창출 모델을 

활용했으며 사업조정 련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여 기존의 이력 리지원과 인력 심의 연구

개발 성과평가정보를 개선했다. 정책 데이터 확충 

측면에서는 신속한 과학기술 정책동향분석  정

책 증거 생산을 해 웹로 을 이용하여 해외 기

술정책 사이트의 실시간 웹문서 수집(약 34만 건)

했으며 기술가치분석을 해 기술시장  연구동

향과 련된 논문  특허, 시장 DB(색인DB 약 

300만 건)를 구축했다. 특히 구축된 논문ㆍ특허ㆍ

시장 데이터베이스의 주간ㆍ월간 단 별로 분석하

여 동향분석(3,242건)을 진행하 다. 그리고 과학

기술 정책기획, 평가, 산조정 등에 한 주요 업

무활동에서 참조되는 학술정보(약 3,195건)를 데이

터베이스로 구축했다. 

향상된 분석도구의 발굴 에서는 새로운 연

구개발 평가 모형지원 시스템을 발굴했으며 문

가 DB를 상으로 계분석과 문가 네트워크 

생성 컴포 트를 구 했다. 정보기술 인 라 측면

에서는 정책 과학화 기반 구축 에서 로세스 

기반의 정책 업무지원 서비스와 의사결정지원 서

비스, 문가 분석 서비스 등을 발굴했다. 이러한 

서비스들은 <표 5>와 같이 과학기술 정책을 지원

하는 시스템의 신역량을 포 으로 향상시켰으

며 향후 지속 인 시스템 개선 기반을 확보했다. 

본 서비스의 역량평가의 경우 주요 업무에 한 

연 성  만족도를 고려했을 때 기존의 정보시스

템(IS) 성공모형과 균형성과표(BSC)는 합하지 

않다. 한 업무지원 시스템의 경우 단계별 개발 

기능  서비스에 따라 성과의 유형과 기 이 다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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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비스 시스템의 신역량평가 결과

구 분 기존 시스템 개선 시스템 증감

신자원

인 자원

참여 연구원 수 63 87 +38%

체 연구원 비 참여 연구원 비율 28.8% 48% +19.2%

업무 활용 연구원 수 32 55 +71%

신조직
업무활동  로세스 개선 수 2 7 +250%

시스템을 통한 분석 건 수 - 2.000 -

지식자원
최근까지의 지식정보 수집 수 15,650 3,000,000 20,000%

최근까지의 지식정보 생성 수 - 1,200 -

신활동

연구개발
투자 

련 연구개발 투자액 17억원 23억 원 +35%

체 산 비 련 연구개발 총액 비율 12% 27% +6%

참여 연구원 1인당 연구개발 투자 850만원 2,000만원 +135%

신활력
체 정보화 산 비 연구개발 투자비율 - 4% -

체 정보화 산 비 연구개발 산 - 0.4억 원 -

생산활동
지식 생산 활동 수 KMS 과학화 서비스 -

체 총 산 비 기획연구 투자비율 - 0.2% -

신과정

업무간 력
공동 연구 보고서 수 - 7 -

업무 산  련 연구개발 산 비 17% 27% 3%

기 간 력 기  간 기술 력정도 1 5 -

국제
력

연구원 천 명당 특허건수 - 1 -

체 기 산 비 외 력 비율 - - -

신환경

신지원
제도

연구개발에 한 공통 산 50% 10% +15%

지식재산권 보호 투자액 - 1% -

물
인 라

시스템 가입자 수 170 220 +29%

체 지식화 기반 수 - - -

신문화
지식 활용 문화의 태도 - - -

연구원의 심도 하 -

신성과

경제
성과

분석보고서 생산 건수 10 12 +20%

체보고서 참조 건수 비 련 참조 건수 - - -

보고서 발간 실 5 13 +160%

지식창출

연간 보고서 발간 건수 85 102 +20%

연간 연구개발 과제 수 비 발간 수 1.5 2.2 +46%

연구원 1인당 보고서 발간 수 0.2 0.3 +50%

보고서 1편당 피인용 횟수 - -

기 때문에 신역량 의 평가가 합하다[1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 정책 과학화 서비

스의 성과측정 방법을 <표 5>와 같이 지식경 시

스템의 성공요인  성과요인을 고려한 신역량 

평가지수를 기반으로 평가했다. 

5. 결론  향후 연구

 본 연구에서는 증거 기반 과학기술 정책 과학

화 서비스를 해 로세스를 표 화하고 세분화

하여 서비스 지향 인 정책지원 통합 지식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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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축하 다. 이를 해 주요 정보 수요자  업

무활용자, 정책 의사결정자 등 서비스 이해 계자

의 수요에 따라 세부 기능들을 컴포 트 단 로 조

합하여 구성할 수 있도록 하 다. 이를 통해 과학

기술 정책의 수립과 실행, 평가 과정에서 주요 정

책의 황 악  추 을 통한 실시간 제와 객

인 데이터 기반의 평가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 과학화 서비스를 구 했다. 향후 연구는 재

까지 개발된 각 업무 로세스별 방법론과 서비스

를 보완 발 시키면서 S&T(Science and Techno-

logy) 정책결정지원 콘텐츠 활용  서비스를 활

성화하기 하여 국가연구개발과 련된 기본계획, 

사업, 과제, 성과, 평가, 조정 등 업무단계별 과학기

술 정책 의사결정 련 지식정보를 최 화하여 ‘차

별화된 S&T 정책지원 황 ’과 ‘ 문가 맞춤형 

콘텐츠’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한, 사용자들이 

정보를 손쉽게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모바일 기

능과 집단지성을 활용하여 과학기술 정책 의사결정

을 효율 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지속 으로 개

발하고 S&T 정책의 과학화 서비스 이용자의 범

를 확 하여 다양한 의견이 과학기술 정책에 반

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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