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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연구개발 ManagementManagement의의 시점시점

사람 ·관리조직

• 연구개발조직의 활성화
• 육성

외부와의 공동

Theme관리

• 유효한 Theme설정
• 능숙한 진행방법

환경정비

• 실험설비 · 개발Tool 

• 사용하기 편한 정보
• 지원업무

고유기술

• Level Up
•유기적결합

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Management란

①연구개발전략

② Theme관리

③연구개발을수행하는
사람·조직

④연구개발의환경정비

⑤고유기술력

5개의요소를능숙하게
기능하도록하는것이다.



연구개발의연구개발의 생산성생산성

연구개발의생산성연구개발의생산성

Theme의
유효성

Theme의
유효성

Project활동의
능률성

Project활동의
능률성

Project성과의
유효성

Project성과의
유효성

＊Theme자체의
시장성 ·타사우위성

＊목표적절도

＊Theme자체의
시장성 ·타사우위성

＊목표적절도

＊계획의신뢰성
＊과제사전추출철저도

＊일정진척관리
＊업무진행의능률성

＊계획의신뢰성
＊과제사전추출철저도

＊일정진척관리
＊업무진행의능률성

＊성과의신뢰성
＊Timing
＊事＊事業化移行方法

＊성과의신뢰성
＊Timing
＊事＊事業化移行方法

SPEED
(Strategic R&D
Planning for
Effectiveness
Efficiency &
Differentiation)

SPREAD
(Strategic
Planning for
R&D output use with    
Enlargement &
Advance of business
Design)

STAR
(Strategic       
Theme-setting

for
Advanced
R&D)

연구개발 Project 의생산성을높이
는일이란

① Theme와그목표의유효성
② Theme ·목표를얼마나적은
자원투입으로서실현할것인지

③얻어진성과를어떻게사업에
연결시킬것인지

의 3가지의요소가잘기능하여
실현한다.



연구개발이연구개발이 갖는갖는 특성특성

목 적

목 표

활 동

기 간

RISK

THEME
목 표
실현성

연구개발활동은그속에
RISK가있다.

그 RISK라는것은, 실시할
Theme나목표가사업환경
이나기술동향등에서항상
적절하다고는말할수없는
것이다.

개시시에는적절하다고생
각되어졌므로시간이경과
함과함께적절도가변화하
게된다.

이것은같은양상의기술적
가능성에관해서도마찬가
지라고할수있다.
이러한불확실성안에서성
과를내지않으면안되는것
이연구개발이다.



연구개발과연구개발과 Risk ManagementRisk Management

연구개발의 Risk
Risk Management를위한조건
– Risk항목열거와그대응책검토 (Contingency Planning)
– Risk항목발생의파악 ·측정

회사적 ·시장적변화

RiskRisk

사업환경 ·경합환경

기술동향 ·변화 시장변화



ManagementManagement란란

관리란, 계획과그실행의 Control로부터
시작된다.

Control이란,
계획의실시상황을알수있도록한다.
이상시에대응하는것이다.

연구개발에서는목표에대한대응책을
사전에어디까지추출 ·계획화가능한지.

관 리
MANAGEMENT

계 획

PLANNING

통 제
조 정

CONTROL

측정 대응



연구개발연구개발 Speed UpSpeed Up을을 위한위한 요건요건

목표의설정

RISK의고려
– 목표로부터가설의설정 뜻밖의행운

사고와작업으로부터시작되는연구개발

– 작업부분의효율향상
– 가설검증의효율향상

개개인의경험이나지식의공유

– Collaboration과그것을실현하기위한장.



기본적인기본적인 사고방식사고방식

①철저한사전화

연구개발활동의 기간단축은 계획시점에서 얼마나 검토를 깊이하는 가
에비롯된다.

①철저한사전화

연구개발활동의 기간단축은 계획시점에서 얼마나 검토를 깊이하는 가
에비롯된다.

② Milestone · Management
Risk · 불확실성 대응은 Milestone · Management를 철저하게 함으로

서

② Milestone · Management
Risk · 불확실성 대응은 Milestone · Management를 철저하게 함으로

서

Theme목표
과제의분해와그대책
평가 ·측정방법

③ Collaboration
종합력의 발휘 및 집단으로서의 경험이나, 지혜의 결집은 계획검토 속
에서 Collaboration

③ Collaboration
종합력의 발휘 및 집단으로서의 경험이나, 지혜의 결집은 계획검토 속
에서 Collaboration



SCHEDULINGSCHEDULING법법

Backward Scheduling법

Start End

Forward Scheduling법

Backward Scheduling법은납기로부터생각해야
하므로계획이납기를벗어날수는없으나, 실현
가능성은알수없다.

Forward Scheduling법은해야할일로부터
검토하여목표기간까지수용할수있도록
검토한다.



연구개발연구개발 Theme Theme ·· 과제의과제의 분해분해

과제정리 ·추출
(OP MATRIX)
과제정리 ·추출
(OP MATRIX)

기술과제와대책
(기술요소분석)
기술과제와대책
(기술요소분석)

입력부 문자

도형

화상

출력부 문자

화상

기억부 외부기억

내부기억

연산부

소형화 저가격화 고속화

과제

구성

歩止り向上　　　　　材料管理　　　　　配合

　　　　　　　　　　　　　　　　　　　温度

　　　　　　　　　　　　　　　　　　　粒度

　　　　　　　　　　　　　　　　　　　｜

　　　　　　　　　　型温　　　　　　　冷却　　　水冷

　　　　　　　　　　　　　　　　　　　　　　　　空冷

　　　　　　　　　　　　　　　　　　　｜

　　　　　　　　　　離型剤　　　　　　種類

　　　　　　　　　　　　　　　　　　　希釈率

　　　　　　　　　　　　　　　　　　　掛け方

　　　　　　　　　　　　　　　　　　　｜

수율향상 재료관리

형온

이형제

배합
온도
입도

냉각 수냉
공냉

종류
희석율
거치방법



발생조건 수확지역
수확시기 ·계절

처리조건 선도 처리까지의시간
방치온도
방치상태

처리조건 청수사용량 절수정도 절수장치

발생Mechanism

Masking 첨가물 조미 MSG, IG, Gly‥‥
당 설탕, Sorbid‥‥
알콜 E, OH, 일본술, 미림‥
Chelate EDTA, 아이런산, ‥‥

쓴맛제거 물리적방법 원심분리
여과
파괴 자외선, 초음파‥‥‥

화학적방법 추출 물, 알콜, 산‥‥
쓴맛을없앰

생화학적방법 효소이용 분해효소, 합성효소‥‥
분리 물리적방법 무기물 원심분리

여과
유기물 여과 겔여과

분자량결정
아미노산조성결정

쓴맛을살리는방법

평가법 계측방법
평가기준

원

인

대

책

평

가

과제의과제의 분해분해 ((기술요소분석기술요소분석 예예))



순서화와순서화와 단축화단축화 검토검토

과제 ·대책의업무화
(WBS)

과제 ·대책의업무화
(WBS)

자원배분·담당역할배분자원배분·담당역할배분

계획전체 구상설계 조사

기획

｜

기본설계 배치설계

｜

상세설계 입력부

출력부

｜
시작 ·실험 시작수배

｜

생산설계 설비설계

｜

연구개발업무의순서화연구개발업무의순서화

 
   1 2 3 4 5

CP

A

B

C

계획화시점에서는
목표기간에목표를
실현하기위해
어떻게하면좋을지
의검토 ·실현하는
것이용이하며, 보
다더가 능해진다.



기간견적기간견적

연구개발업무는기본
적으로는동일하게반
복하지 않는 것으로
고려하여업무기간은
견적한다.

참고로현장작업에있어표준시간설정방법

① PTS법 (Pre-ditermined Time Standards)
모든동작단위로서설정되어져있는시간을구사,
대상업무를분해하고그수치를적용하는방법

②직접관측법
Stopwatch로직접작업을재는방법

③경험견적법
경험이있는사람이대상업무를보면서경험에근거
하여설정

④자료법
자료에근거하여설정한다.

현장작업표준시간설정법

3점견적법
① a : 낙관치 : 잘순조롭게진행될경우의기간
② b : 비관치 : 최악인경우이정도걸릴것이라고할수있는기간
③ m : 최빈치 : 보통으로가면이정도라고할수있는기간

ａ＋ｂ＋４ｍ
기대치＝

６ 각업무에대해②, ①, ③의순으로견적, 계산한다.



목표기간에목표기간에 달성한다달성한다..

과제로부터필요업무를누적해가는계획

기간에맞추지않고서는안된다.

어떤수단이라도쓰면, 기간에맞출수
있는지?

분발하는 것으로써만 단축하는 것이 아닌
명확한 대책으로서기간단축을도모한다.
사전에검토된방법일수록유효하게활용

가능하다.

Critical Path의업무기간단축검토
•줄일수있는업무는없는지
•업무순서를바꾼다.
•병행하여실시
•경험이나능력있는사람의투입
•인원을투입
•정보나기지기술 ·장치를활용
•의사결정이나평가검토와
병행실시

•탁상검토 (Simulation)
•타업무를기다리고있지는
않는지?

•대기하고있지않는지?
•불명확한사항이있는지?

CHECK



Milestone Milestone ·· ManagementManagement

Stage Stage Stage

목표수정 ·내용의검토평가
계속 ·중지의검토, 재계획

MilestoneMilestone

연구개발계획연구개발계획



Milestone Milestone ·· ManagementManagement
Theme환경확인Theme환경확인

Theme상황확인Theme상황확인

과제 ·해결책재검토과제 ·해결책재검토

Process ·계획수정Process ·계획수정

차회 MS목표확인차회 MS목표확인

Theme설정시로부터의환경의변화의파악
변화의영향확인

Theme활동의상황확인
새로운과제의추출

Project가안고있는과제확인
변화나 새로운 사실에 근거한 새로운 과제의 대응
책검토

활동 Process ·계획의수정

차회의 Milestone과 목표 · Target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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