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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에의연구개발에의 기대와기대와 역할역할

연구개발비와 수익력, 성장성은 상
관이 높다.

수익성 / 성장성

연
구
개
발
비

Risk의 경감 · 회피

사업기회 창출

연구개발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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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기적 결합

연구개발전략

연구개발Management란

① 연구개발전략

② Theme관리

③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사람·조직

④ 연구개발의 환경정비

⑤ 고유기술력

5개의 요소를 능숙하게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연구개발의연구개발의 생산성생산성

연구개발의 생산성연구개발의 생산성

Theme의
유효성

Theme의
유효성

Project활동의

능률성

Project활동의

능률성
Project성과의

유효성

Project성과의

유효성

＊Theme자체의
시장성 · 타사우위성

＊목표의 적절도

＊Theme자체의
시장성 · 타사우위성

＊목표의 적절도

＊계획의 신뢰성
＊과제사전추출 철저도

＊일정진척관리
＊업무진행의 능률성

＊계획의 신뢰성
＊과제사전추출 철저도

＊일정진척관리
＊업무진행의 능률성

＊성과의 신뢰성
＊Timing
＊事＊事業化移行方法

＊성과의 신뢰성
＊Timing
＊事＊事業化移行方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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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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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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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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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
(Strategic       
Theme-setting

for
Advanced
R&D)

STAR
(Strategic       
Theme-setting

for
Advanced
R&D)

연구개발 Project 의 생산성을 높
이는
것은

① Theme와 목표의 유효성
② Theme · 목표를 얼마나 적은

자원 투입으로서 실현할 것인지
③ 얻어진 성과를 어떻게 사업으로

연결시킬 것인지

의 3가지의 요소가 잘 기능하여
실현한다.



연구개발연구개발 ThemeTheme출처와출처와 그그 특징특징

회사적 · 시장적 요청

ThemeTheme

사업적 요청

기술동향 현장의 개선요청

유효성
기술적인 우위성
Cost우위성
적시성

Theme로서의 유효성과 적시성을 고려한 목표설정
단계적인 목표, 사업을 고려한 목표의 포함



연구개발의연구개발의 TypeType과과 ThemeTheme설정설정

TYPE 3

New Idea형

TYPE 3

New Idea형
TYPE 2

Breakthrough형

TYPE 2

Breakthrough형
TYPE 1

Brush Up형

TYPE 1

Brush Up형

아무리 개량이나, 개선을 실시
해도 경쟁력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
신규사업이나 상품을 필요로 하

는 경우

아무리 개량이나, 개선을 실시
해도 경쟁력에는 영향이 없는

경우
신규사업이나 상품을 필요로 하

는 경우

현상의 방법이나, 사고방식의
한계에 부딪혀

Breakthrough할 필요의 경우

현상의 방법이나, 사고방식의
한계에 부딪혀

Breakthrough할 필요의 경우

현상의 기술을 보다 빨리, 
보다 작게, 보다 강하게 하기 위
한 Brush Up하는 것이 경쟁력
의 유지 · 향상에 연결되는 경우

현상의 기술을 보다 빨리, 
보다 작게, 보다 강하게 하기 위
한 Brush Up하는 것이 경쟁력
의 유지 · 향상에 연결되는 경우

기술예측 · 시장예측에 따른
신Theme발상

(Scenario Writing법)

기술예측 · 시장예측에 따른
신Theme발상

(Scenario Writing법)

활용가능한 방법 · 기술의 탐색
Idea발상

한계의 사전파악과 대응

활용가능한 방법 · 기술의 탐색
Idea발상

한계의 사전파악과 대응

목표를 시계열적으로 표현하고
Scenario화

기술을 변화시킬 경계를 확인한
다.

목표를 시계열적으로 표현하고
Scenario화

기술을 변화시킬 경계를 확인한
다.



시나리오로부터시나리오로부터 ThemeTheme의의 추출추출

시나리오시나리오

보라빛(낙관)시나
리오

현재연장
시나리오

회색(비관)시나리
오

ThemeTheme

무엇을 해 주어야 하는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공격적의미
방위적의미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장래의
Image를 만들고, 그것으로부터
새로운 Theme나 요구 수준(목표)
를 설정한다.

시나리오의 대상으로서는

＊시장 · 고객
＊법규제등 회사의 동향
＊기술
＊제품분야 · 제품



시장예측시장예측 시나리오시나리오 사례사례

（１）기업상황

지금은 2020년이다.
1990년대말부터 시작된 금융빅뱅,금융파탄 등의 영향으로, 미국금융계의 일본으로의 진출, 점두공개를
향한 일본 기업의 직접 뉴욕(NASDAQ）에서의 자금조달 등이 활성화되어, 일본NASDAQ의 개설이래,기업의
투자나 자금조달에 관한 사고방식이나 움직임은 크게 변화되었다.  그 결과로써 이미 토지를 중심으로 한
담보에대한 견해부터 그 기업이 갖는 기술력이나 사업으로써의 잠재력등을 평가한다라는 움직임도 활발해
졌다. 그 중심이 미국자본이다.결과적으로 기술지향형 벤처기업의 입도선매가 미국자본에 의하여 이루어졌

다는
것에의하여 새로운 회사를 일으키기 쉬운 소지는 확대되었으나, 완전한 일본자본의 기업이라는 벤처는
적어져서 지적재산권의 귀속,실시권의 행사에 관한 장해등의 문제가 「국내의 국제문제」라는 모습으로
서서히 주목을 모아가고 있다.

한편, 대기업에서는 금세기에 들어와서 한층분사화·지주회사화가 퍼져 지주회사를 중심으로 한다. 그룹은
적다. 그러나 이 분사화나 자회사화의 움직임은 새로운 사업에 도전하는 장소,수단의 하나의 모습으로
정형화 된 결과가 되어서 신사업에의 어프로치가 이전보다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게되었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게 되었다. 
국제조달을 용이하게하는 인터넷을 사용한 기업간의 거래가 정착화되면서부터 계열내 거래로부터 넓게
거래처를 확대하여도, 그렇게하기위한 Cost가 커지게 되는 일은 적어져, 경쟁은 영업력(영업인수)에서
상품·가격·서비스로 중심을 옮기고, 생산재의 경쟁에서는 규모에 의존하지 않는 사업전개도 상당부문
가능하게 되었다. 

（2）기업 속의 노동환경

개인을 보면 1990년말에 일어난 금융을 중심으로한 대기업의 도산·폐업은 「기왕 큰세력에 기대는 것이
좋다.」라는 의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그 시기가 제 일차 베이비붐세대의 정년과 불황이 함께 하여,
희망퇴직·조기퇴직이라는 모습을 띄게되고, 종신고용에 안주한다는 의식도 변화를 갖고오는 결과가 되었다.
그러나 이것들이 중소기업으로의 인재 침투나,독립의 증가라는 변화로 이어졌는가 하면 그렇지도 않다.



동향으로부터동향으로부터 보다보다 더더 상세히상세히 검토한다검토한다..

◆ 주목해야 할 기술분야의 추출
• 한마디로 기술이라고 해도 그 구성요소가
되는 기술은 분야별로 변화하고 있다.

• 우선, 주목해야 할 대상의 구성요소기술, 
제품 · 생산 · 활용기술등 어떤 기술에 관해
주목해야 할 것인지를 분해합니다. 

• 분해할 때에는 너무 세분화하며는 기술정
보로서 개량적인 것만으로 되어 버리고 마
는 일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적으로
크게 나누어 생각하는 편이 동향을 포착함
에 있어 유효하다.

• 동향을 분석한다고 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변화의 요인이 된다고 하는 기술을 분석
하는 것이다.

표시기술 액정
PDP
기타

반도체기술 MPU
Memory

기억장치 IC Card
PDA                                    자기Media

광Media
통신기술 휴대전화

PHS
인식기술 음성

문자
： 기타
： ：
： ：



사업사업 Impact Impact 분석분석

◆ 사업Impact분석이란, 현재사업단위별로 그 시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추출하

하여 그 변화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를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 아래표와 같은 시점으로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추출합니다.

◆ 그 안에서 주목해야 할 변화를

추출하고, 그 변화가 사업에

끼치는 영향이나, 우리회사

와의 관계를 정리한다.

◆ Point
변화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도

추출해 갈 수 있도록 합니다.

경제환경동향

변

화

주
목
해
야

사
업
으
로
의

M
C

와
의

국제환경동향 회사문화동향
법규제 · 정치적

동향
경합동향 기술동향

할

변

화

영

향

관

계



강제발상강제발상 MatrixMatrix

◆ 강제발상 Matrix라는 것은 종과
횡으로, 서로다른 시점 (착안점)을
나열한 Matrix (표) 를 작성하여 그
교차된 모든 항목에 관해서 검토
될 수 있는 것을 도출하는 방법이
다.

◆ 질보다는 많은 양의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것으로서 생각치 못했던
좋은 아이디어가 도출됨을 기대하
는 방법이다.

◆ 이것은 토너멘트식 발상법이므로
많은 아이디어 중에서, 선택하는
작업이 필요로 한다.

◆ 분석된 결과는 이 Matrix 한 쪽의
축의 시점이 된다.

사용성 · 저가

나도∼할 수 있다.

즐기는 감각

복 합 화

생Energy

간 단

실 물

타인이 놀라는 부분

상품

Concept

Personal

Computer
FAX PPC 전화



IdeaIdea의의 발상발상

통상의 10 ∼ 100배 Idea 발상
– 장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Idea열거

– Idea는 먼저 「질보다 양」

– 단시간에 Idea를 열거 => 발상을 추적할 것

시간

Idea 

수

근시안적
항상안고
있는과제

보물산



연구개발연구개발 Theme Theme 설정설정 활동의활동의 순서순서 〔〔신사업창출신사업창출
의의 CaseCase〕〕

후 보 탐 색

가 설 창 출

가 설 검 증

Business Plan작성
연구개발Theme설정

평가

• Vision 사업계획과 역할의 확인
• 경영자원 · 사업환경 · 기술분석과 예측, Needs (시장 · 환경) 분석
• Idea발상 · 후보Theme 발상 〔강제발상법〕과 정리

• 탁상 · 문헌조사에 의한 동향파악 (회사 · 시장 · 기술 · 경합 · 상품) 
과 예측

• 가설시장예측 시나리오 만들기

• Field조사
• 동향파악 · 확인 (회사 · 시장 · 기술 · 경합 · 상품)
• 상품발안
• 가설사업전개 시나리오 만들기

• Business Plan
• 연구개발계획
• 연구개발 Theme 기획

평가

평가



사업화사업화 ScenarioScenario

Title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1. 사업화 배경, 의의
2. 환경동향
3. 사업목표
4. 기본전략

• 주요제품
• 대상시장
• 판매방법
• 생산 · 물류
• 품질보증
• 의식해야 할 경합

5. 사업화 순서와 계획
6. 필요자원
7. 미래전개/확대의 가능성

사업화하기 위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본다.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M  :  Mission 당해사업의 목적

E  :  Environment 사업환경과 그 변화

C  :  Competition 경쟁사 동향

O  :  Objectives 사업목표

S  :  Strategy 사업전개의 전략

P  :  Planning 사업화 계획

R  :  Resource 필요자원 (사람, 물건, 돈)
O  :  Opportunity 사업기회 · 전개의 가능성

C  :  Contingency 생각할 수있는 Risk와 그 대응



사업성의사업성의 평가방법평가방법

사업성 평가는 아래의 2가지 관점으로 한다.
– 자사의 강점의 발휘 가능성

– 사업 (시장) 으로서의 매력

Title

작성 년 월 일 작성자

1. 사업화 배경, 의의
2. 환경동향
3. 사업목표
4. 기본전략

• 주요제품
• 대상시장
• 판매방법
• 생산 · 물류
• 품질보증
• 의식해야 할 경합

5. 사업화 순서와 계획
6. 필요자원
7. 미래전개 확대의 가능성

자사의 강점 발휘
Synergy

사업으로서의
매력시장



연구개발과연구개발과 Risk ManagementRisk Management

연구개발 Risk
Risk Management를 위한 조건

– Risk항목 열거와 그 대응책 검토 (Contingency Planning)
– Risk항목 발생의 파악 · 측정

사회적 · 시장적 변화

RiskRisk

사업환경 · 경합환경

기술동향 · 변화 현장의 변화



KFS (Key Factor for Success)KFS (Key Factor for Success)

고객기업의 사업성

공 Point를 분석하

여, 그것을 실현·강
화하기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은 무엇인지

를 Concept화 한다.

변화에 대응하는

대응할 수 있는

System으로 한다.

경쟁력 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FQCD (q) 의 어떤 것이 Point인지?
경쟁력 을 결정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FQCD (q) 의 어떤 것이 Point인지?

경 합 특 성경 합 특 성

가격대
구매결정요인
판매방법 (직판, 간접판매) Ｌ/Ｔ
공사의 유무, Service의 중요성
재료의 표준화도, 유통성 등

가격대
구매결정요인
판매방법 (직판, 간접판매) Ｌ/Ｔ
공사의 유무, Service의 중요성
재료의 표준화도, 유통성 등

제 품 특 성제 품 특 성

Maker유통지배상황

유통 Maker 관계 등

Maker유통지배상황

유통 Maker 관계 등

Channel동향Channel동향

수요구조 (신규, 구입선 교체)
구매결정요인
Royalty

수요구조 (신규, 구입선 교체)
구매결정요인
Royalty

고 객 동 향고 객 동 향

K
F
S

K
F
S

사업환경 · 기업에 있어서
변화는 무엇인지?

사업환경 · 기업에 있어서
변화는 무엇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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