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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1 단계 1차 연도(2002)와  2차 연도(2003)에는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들에 대해 실용화사업 타당성

검토,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그리고 Infra구축 및 운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 다. 3차 연도

(2004)에는 개발된 기술의 업체 기술이전, 실용화 대상 기술에 대한 실용화 타당성 검토,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및 Infra구축 및 운 방안수립을 목표로 하 다.

 2. 연구결과
기술 평가 체계, 기업연계방안 수립, 산업화 모델개발 등 실용화센터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를 개발하 고,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수립을 포함한 실용화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 실용화 대

상기술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하 다. 구체적으로는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보석 발색기

술개발, 광촉매 개발을 포함한 사업단 추진 과제 7개에 대한 평가를 수립한 모델에 따라 하 다. 실용

화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보석 발색 기술개발,  새로운 광촉매 TiO2 재료의 개발 등 새로운 기술의 

개발 및 사업단 보유 기술의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1건을 하 다. 이온빔 외부서비스 및 인프라 구

축 및 이온빔 서비스: 학교 46건, 연구소 13건, 산업체 52건 이상의 이온빔 조사서비스를 실시하 다.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사업단의 모든 신규 과제의 시작 및 종료 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용 관련 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과제의 수행 및 결과의 활용토록하며 위탁과제로 확립한 기업연계 방안은 향 후 연구과제의 실용화시 

산업화모델을 정립하는데 활용한다. 실용화 대상기술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사례 중 하나인 전력 반도

체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얻은 조사 분석 평가 방법을 다른 연구결과물의 산업화에 적용하는 

표준으로 활용한다. 빔 조사방법에 의한 보석 발색 기술개발을 2 단계 집중 연구개발 과제로 발전 시

켜 실용화를 시도하게 한다. 광촉매 TiO2의 경우 적극적 개발을 위해 박막증착 장치가 필요한데 장치

를 준비 되는 대로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게 한다. 기 기술 이전된 이용기 날 내구성 향상 이온주입기

술은 장치의 유지보수 및 양산을 위한 장치 확장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산업화 성공을 지원한다. 이

온빔 외부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강화로 사업단 보유 저에너지 가속장치를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외

부인의 사용도 가능하게 구축된 장치 및 운전기술을 서비스한다.



- iii -

요 약 문

1. 제목 : 실용화기획 및 센터운

2.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100 MeV 양성자가속

기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치 기술 및  가속기 빔을 산업체에 

적용하여 기존 기술의 제고로 기업의 애로기술의 해결 및 신산업을 육성

하는 것인데 “실용화 기획 및 센터 운 ”과제는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

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실용화 모델을 제시하여 사업단

내의 다른 과제에서 발생하는 기술의 실용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수행되었다. 업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화센터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둘째, 실용화센터 운 의 수익모델을 포함한 장기 운 방안을 수립하며,

  셋째, 새로운 제품 및 기술을 발굴하고 실용화 대상기술들에 대하여 타

당성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수립을 포함한 실용화의 구체적 추

진방안을 수립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 단계 1차 연도(2002)와  2차 연도

(2003)에는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들에 대해 실용화사업 타당성검토, 실용

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그리고 Infra구축 및 운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 다. 3차 연도(2004)에는 개발된 기술의 업체 기술이전, 실용화 대상 

기술에 대한 실용화 타당성 검토,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및 

Infra구축 및 운 방안수립을 목표로 하 다.

3.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차 연도에는 실용화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실용화의 개괄적인 

Mechanism을 제시하는 실용화 추진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적 부가가치가 

크다고 판단된 양성자 빔 조사된 전력반도체의 실용화 타당성 검토와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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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술 발굴을 위한 기술적용 평가방안 수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하

나의 실용화기술 평가모델을 개발 하고자 하 으며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에 있어서 1 건 이상의 실용화 대상 기술을 발굴 하고자 하 으

며. Infra 구축 및 운 방안에 있어서는 기존 저에너지 빔 조사장치 운전 

보수 및 빔 진단시스템을 보완하여 저에너지 빔의 산업적 적용을 위한 준

비를 하 다. 

2 차 연도의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는  기업연계방안 수립, 공정기술 

개발 타당성 검토 1건 이상, 기술 및 제품 발굴 1건 이상, 기존 이온빔 조

사장치 운전보수 및 빔 진단 시스템 보완이었다. 기업연계방안 수립을 위

해 사업단 실용화 팀의 현재 능력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장기

적으로 실용화 작업에 대비한 기업연계방안을 수립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

기관 (KAIST 경 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행하 고,  1차년도에 수

립된 실용화 모델의 10단계에 따라서 예상되는 모든 Activity들을 검토하

고 이중에서 기업과 연계되거나 현실적으로 긴급하다고 간주되는 Activity

들에 대한 업무지침 또는 Checklist를 준비하 다. 공정기술개발 타당성 

검토는 1차 년도에 작성한 타당성검토 양식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업단내

에서 수행중인 빔이용 및 실용화 과제들을 대상으로 타당성검토를 수행하

고,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연구 대상들

에 대하여 검토를 수행하 다. 특히 연구개발의 소요투자비가 크고 난이

도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광촉매 TiO2의 개발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

다. 기술 및 제품 개발은 실용화 탐색연구라는 다른 명목으로 광촉매 

TiO2의 가시광선에 의한 활성화가 수요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나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TiO2 

광촉매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론적인 준비작업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탐색하 고, 다이아몬드 발색 연구를 토대로 시장에서의 유

색 보석에 대한 수요와 개발가능성을 검토하 으며  실용화가능성이 높아 

2 단계 연구개발 과제로 발전 시켰다. Infra 구축 및 운  방안 수립을 위

해 국내에서 반도체회사 이외에는 저에너지 가속장치인 이온 주입기를 사

용하는 연구개발이 가능한 시설이 없는 상황이므로, 산학연이 이온주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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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연구개발에 우리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이온빔 조사장치

들을 정비 보완하고 필요한 대형 이온주입장비들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

하 으며 우선 내부의 탐색연구 수행에 필요한 이온주입장비의 성능을 확

보하고,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장비

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다.

3차 연도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장치 및 기술 이전, 업체인력 

교육훈련, 실용화 대상 기술/제품 및 기술 홍보,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

품 발굴 및 탐색연구 수행, 실용화 기획 구체화 및 실용화센터 수익모델 

설정, 외부 서비스 및 탐색연구를 위한 기존 이온주입기 운전보수, 사업단 

과제 결과물의 실용화 지원 및 방안 수립 등이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업단

의 1차 연도 연구과제 던 “내구성 향상 이용기 날 표면처리 기술개발”의 

성공적인 산업체 적용으로 장치를 포함한 기술이전을 과제 참여 회사 던 

하성 e-sis사에 완료하 고, 현장에서 기술지도 및 업체 인력 교육 훈련를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기술이전의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 다. 기술이전

과 실용화를 언론에 보도하여 기술 홍보를 하 고 홍보의 결과 발생한 업

체로 부터의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실용화 대상 기술을 보다 구체화하여 

사업화 대상을 설정하 다. 

4. 연구개발결과

1) 실용화센터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 기술 평가 체계: 최종적으로 기술성, 시장성, 자원성으로 나누어 

각각 평가하고 이를 상호간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

다. 1차 연도 과제 중 7개 과제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시도하여 검토 양식

의 적합성 내지 적용가능성을 타진하 다.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에서 검

토항목의 중요성이 덜하고 검토업무에 부담이 큰 항목들을 제거하고 현실

적으로 적용 가능한 타당성검토 양식을 제시하 다. 과제 책임자의 평가 

및 타 평가주체의 평가로 나뉘어서 객관성을 가지고 하고 2 단계부터 모

든 사업단 과제에 적용하게 하 다. 

- 기업연계방안 수립: 위탁과제로 수행한 결과 실용화지원 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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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과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활동을 10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 

세부 활동을 각 10개씩 총 100개로 정의하 으며, 각 단계별로 사용가능

한 체크리스트를 총 80개 제시하 다. 아울러 구체적인 실행 항목(Action 

Item)도 80개 제시하 다. 이러한 각 실행항목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는 의사결정지침(Decision Support Guideline; DSG)을 각 단계별로 3개

씩 총 30개 제시하 다. 

- 산업화 모델개발: 산업화 시장 특성 분석 및 산업화 성패 요인 

분석 방법을 정립하여 향 후 산업화모델을 정립하는데 참작하도록 하

다.

2) 실용화 대상기술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전력반도체 시장분석, 전력반도체 특허분석, 전력반도체 용도분석서 산업

화 시장 특성 분석 등을 통하여 다각도로 전력반도체 실용화 타당성을 분

석한 결과 우수한 기술적 부가가치에도 불구하고 시장성에 문제가 있어 

실용화 연구는 수행하지 못하 다.

      -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수립을 포함한 실용화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 하 다.

- 보석 발색기술개발, 광촉매 개발을 포함한 사업단 추진 과제 7개

에 대한 평가를 수립한 모델에 따라 하 다.

3) 실용화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 빔 조사방법에 의한 보석 발색 기술개발을 개발하 다. 보석은 

무색투명 한 것일수록 가치가 높으나 천연 또는 인조다이아몬드와 같이 

대개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으면 밴드 갭에 향을 주어 발색을 하게 된

다. 발색의 종류와 균일도에 따라 가치의 차이가 형성되는데 균일한 불순

물을 빔조사 방법을 통해 다이아몬드에 유입하 을 경우 매우 품질이 좋

은 유색 보석이 생산되었다. 다이아몬드외에 탐색연구로서 사파이어, 수정 

등의 보석에 질소이온을 주입하는 발색 기초실험을 수행하 다.

 - 질소 이온을 광촉매 TiO2에 주입한 결과 밴드 갭이 줄어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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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시광선에도 여기 되는 새로운 TiO2 재료의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발은 특별히 외부의 타당성검토 자료들을 조사하고 이를 활용하여 타당

성검토를 수행하 다. TiO2 광촉매의 가시광선에 의한 여기 기술개발은 

기술성 및 사업성 평가 결과 유망한 장래 기술개발 분야로 평가 된다. 

- 기타 볼펜 볼, 주사바늘, 지뢰 탐지용 C13 박막 등 탐색 연구를 

수행하 다.

- 사업단 보유 기술의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 추진 중 (3건)

  이용기 날의 이온주입에 의한 내구성 향상 기술을 기업체로 기술이전 

완료하 으며, 기 개발된 IC Tray 표면 전기전도도 향상 기술 및 이온주

입장치기술의 기업체 기술이전이 검토되었다.

4) 이온빔 외부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 이온빔 조사장치 운전보수 및 빔 진단시스템 보완: 금속이온주입

기를 보수하여 Cr이온빔을 인출하기 위하여 Modified Burnas 이온원의 

플라즈마 발생전원을 제작하여 Crucible에 CrCl3 화합물을 장입한 후 크롬

이온빔을 인출하 으며, Faraday cup에 의한 빔 분포 측정시 페러데이컵

을 통해 나오는 신호를 AD convertor를 통해 디지털 신호화 한 후 그 측

정값을 PC에서 볼 수 있도록 Lab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진단시스템

을 개발하 다.

- 이온빔 서비스: 학교 46건, 연구소 13건, 산업체 52건 이상의 이

온빔 조사서비스를 실시하 다.

5.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실용화센터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단의 모든 신규 과제의 시작 및 종료 시 관련 평가 기법을 적용하여 

과제의 수행 및 결과의 활용토록하며 위탁과제로 확립한 기업연계 방안은 

향 후 연구과제의 실용화시 산업화모델을 정립하는데 참작하도록 하 다.

2) 실용화 대상기술들에 대한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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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를 통해 얻은 조사 분석 평가 방법을 

다른 연구결과물의 산업화에 적용하는 표준으로 활용한다.

3) 실용화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빔 조사방법에 의한 보석 발색 기술개발을 2 단계 집중 연구개발 과제로 

발전 시켜 실용화를 시도하게 한다. 광촉매 TiO2의 경우 적극적 개발을 

위해 박막증착 장치가 필요한데 장치를 준비 되는 대로 실용화 기술을 개

발하게 한다. 기 기술 이전된 이용기 날 내구성 향상 이온주입기술은 장

치의 유지보수 및 양산을 위한 장치 확장에 적극 참여하여 기업의 산업화 

성공을 지원한다.

4) 이온빔 외부서비스 및 인프라 구축

사업단 보유 저에너지 가속장치를 자체 연구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용도 

가능하게 구축된 장치 및 운전기술을 서비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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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Title : Planning and Management of Technology Deployment Center

2. Objective of and need for R&D Project

One of the objectives of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PEFP) is the construction of 100 MeV proton accelerator along 

with  the utilization of the technologies arising during the accelerator 

development in various sectors of industry, and then to supplement the 

industrial technical deficiency and to create new industries.  The 

project of planning and management of technology deployment center 

was launched in response of these needs. In this project, tools for the 

practical applic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was prepared and 

new technologies were developed. The developed tools were aimed to 

link the technologies developed in various projects of PEFP to the 

relevant industries. The contents obtained as a result of performing 

this project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a software to manage the technology deployment was 

developed. 

  Second, Long term management plan including the income model of 

technology deployment center was devised.

  Third, New products and new processes are devised, and then these 

are applied to the industries with an established strategy for 

commercialization including how to cooperate with industrial companies. 

The project was performed for three years. In the first (2002)  

and second (2003) project years,  the validity of practical application, 

explor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an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infra structure were systematically studied for 

items for the possible practical uses. In the third year(2004), we 

worked on the technology transfer of the developed techniques,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practical applications for the items un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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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exploration of new technologies and products, and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infra structure.

3. Contents and scope of R&D

In the first project year, a model for commercialization was 

developed. An example was the evaluation of possibility of the power 

semiconductor commercialization that is achievable with the proton 

beam irradiation. A survey of the tentative techniques for the 

commercialization was performed and then exploration of at least one 

business item was tried to find out. In the infra structure construction 

low energy accelerator systems were maintained and reinforced by 

enhanced diagnostic systems. 

In the second year, efforts were paid to establishment of 

technology deployment strategy. More than one new process and one 

new products were tried to explore. Low energy accelerator systems 

were continuously maintained and reinforced by enhanced diagnostic 

systems. For establishment of technology deployment strategy we 

committed a separated project to a specialist, Dr. Bae's R&D group in 

KAIST. All the activities following 10 steps of commercialization model 

were reviewed and practical checklist was prepared as a result of the 

committed project. Evaluation of the validity of new process technology 

for commercialization was perform primarily for the R&D projects that 

was executed in the PEFP, and then the evaluation was performed for 

the tentative R&D projects. Especially, R&D of new photo-catalyst 

TiO2 sensitive in the visible light was evaluated in various points of 

view. This effort was paid to enhance the success possibility of the 

project. Preliminary researches were carried out either experimentally 

or theoretically. Ion beam induced impurity addition could change the 

color of diamond. Based on this experiment gemstone co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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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riment was performed and the work was followed by the second 

stage (2005-2008) R&D project of PEFP for the commercialization. For 

the infra structure construction, state-of-the-art equipments were 

reinforced and upgraded for the inside R&D and outside users, and 

then large scale ion implantation equipment was planned to construct 

for the better R&D and user services. 

Contents and scope of the third year in this project included the 

transfer of the developed R&D results and establishment of the 

transfer procedure, advertising possible technologies for the  

commercialization,  new process and products eploration, incoming 

model development for technology deployment center, and then 

upgrading the infra structure. In detail, one of the first year PEFP 

R&D projects, development of mass production technology for 

enhancing wearability of hair clippers blades, was subjected to the 

technology transfer process. The developed technology was transferred 

to the Hasung e-sis company, a small business unit. During this 

process, training of company personnels were conducted and 

advertisements through the broadcast and new paper were conducted. 

The transfer process will be used as an example for the technology 

deployment process.   

4. R&D results

1) Software develop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This is devided into three 

categories, that is, technology, market, and resources. A software was 

developed for not only the evaluation but also the co-relation among 

these factors. 7 R&D projects were evaluated based on the developed 

software and then investigated if the software was prep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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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sonably. In the early stage of R&D, the less important and 

somehow difficult items for evaluation was eliminated and so more 

practically applicable items were evaluated. Project manager and other 

evaluation authorities were cross-evaluated and then this system was 

applied for the evaluation of second stage projects of the PEFP. 

- Technology deployment system establishment: This work was 

committed to other institute, KAIST. All the activities were devided 

into 10 steps and the each step were devidede into 10 detailed activity 

items, therefore, totally 100 detailed items were defined. Each activity 

stage includes 80 check points. Along with these, 80 action items were 

suggested. 30 Decision Support Guideline(DSG), that is, 3 items for 

each stage, were prepared to execute the evaluation.

- Business model development: The characteristics of the 

market and commercially success/fail reasons were evaluated and 

referred to establishment of the business model. 

2) Evaluation of the possible new technologies 

- Evaluation of commercial application of power 

semi-conductors was performed in various ways. Although this item is 

excellent in the point of technology,  marketing problem prevented 

from the commercialization.

      - Industrial companies were induced for R&D participation and 

cooperation. .

- 7 tentative projects including the gemstone coloration using 

beam irradiation and photocatalyst development were evaluated 

according to the evaluation model prepared in this project.

3) Exploration of new process and products for commercialization

 - A new process was developed; Ion beam irradiation changed 

colors of gemstones. After nitrogen ions are irradiated onto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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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general, the colors of the transparent diamond were changed to be 

gray-to- black. When the irradiated diamond was annealed at 600 oC 

for 2 hrs in the inert gas or vacuum atmospheres, the color was more 

vivid and uniform.

     On the other hand, when the annealing was conducted in air at 

600 oC for 2 hrs, the black  color  was disappeared, recovering the 

original transparency. 

- Controlled N ion implantation into TiO2 photo-catalyst results 

in a considerable shift of the light absorption edge into the visible 

range, enhancing the quantum efficiency of the photo- catalyst. 

an evaluation of this technology was made with data prepared by 

other insitute and then process was developed by.

- Ion beam was irradiated onto the ball-point-pen ball to 

enhance the durability and irradiation damage experiment was done for 

C13 thin film that is used as a target to produce gamma ray upon 

proton beam impinging. 

- Enhanced wearability technique of hair clipper blade was 

transferred to Hasung e-sis company for the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deployment of IC transport tray technology for improve 

electrical conductivity on the surface of MPPO and ion implanter 

technology were currently under processing.

4) Ion beam user service system maintenance and upgrade

- Cr ion  extraction was attempted in the metal ion implanter. 

This experiment is very difficult because the instrument was 

constructed by Russian technicians and remained for many years as 

incomplete state. Labview softwear was prepared for an improved 

diagnosis. 

- Ion beam user service frequency: University users: 46 times, 

Research institute users: 13 times, Industrial users: 52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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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Utilization of the R&D results

1)  Software development for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developed 

technologies:

The software will be appropriately used for evaluating the validity of 

new proposed R&D and will be applied to establish the 

commercialization model for the companies.

2) Evaluation of the possible new technologies 

 This will be appropriately utilized for evaluation of R&D proposals 

before launching a new R&D project.

3)  Exploration of new process and products for commercialization

 Gemstone coloration technique will be further developed in the second 

stage R&D project and then commercialized by Azagems company.  

photo-catalytic TiO2 will be developed when the thin film deposition 

equipment is furnished. The transferred ion implanter for ion 

implantation of hair clipper blades being used for the commercial 

production. We will take care of the instrument in case the further 

development of the process is required by the company.

4)  Ion beam user service system maintenance and upgrade

This will be maintained for the best service for the users from outside 

and for the users executing R&D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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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개발의 목적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2010년까지 100MeV/20mA 대용량 양성

자 가속기를 개발하고 NT, BT, IT, ST, RT 등 최첨단 분야에서의 양성자

빔 이용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원천  기술 확보 및 벤처기술 분야 창출을 목

표로 하고 있다. 본 사업의 목표 중 하나는 100 MeV 양성자가속기를 제작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장치 기술 및  가속기 빔을 산업체에 적용하여 기

존 기술의 제고로 기업의 애로기술의 해결 및 신산업을 육성하는 것인데 

“실용화 기획 및 센터 운 ”과제는 이러한 목표를 원활히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도구를 준비하고, 실용화 모델을 제시하여 사업단내의 다른 과제에

서 발생하는 기술의 실용화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는데 주안점을 두어 수행

되었다. 업무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화센터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둘째, 실용화센터 운 의 수익모델을 포함한 장기운 방안을 수립하며,

셋째, 실용화 대상기술들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협력

   관계 수립을 포함한 실용화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 한다.

  이를 체계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1 단계 1차 연도(2002)와  2차 연도

(2003)에는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들에 대해 실용화사업 타당성검토,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그리고 Infra구축 및 운 방안 수립을 목표로 하

다. 3차 연도(2004)에는 개발된 기술의 업체 기술이전, 실용화 대상 기술에 

대한 실용화 타당성 검토,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및 Infra구축 및 

운 방안수립을 목표로 하 다.  양성자기반공학사업단 내의 실용화 센터의 

업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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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실용화 기획 및 센터운 의 업무체계도

  그림 1에서 예시한 20 MeV이하의 빔 에너지를 이용한 산업적 적용

분야 중 전력 반도체 개발은 전력 반도체에 양성자를 조사하여, 고품질의 

고속 스위칭 전력반도체를 제작하는 기술개발인데 기술개발의 타당성을 검

토하고 연구개발 시의 추진방안을 확립하고자 조사하 다. 전력반도체 타당

성 조사는 실용화 검토의 하나의 예이며 본 조사에서 얻어지는 방법들은 다

른 기술개발 대상의 조사검토 시 하나의 참고로 활용할 수 있다. 

본 과제 연구개발의 목적의 다른 하나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모델개발이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NT, BT, IT, ST, RT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최첨단 기술이 확보되고 있어 전략적 산업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 증진 방

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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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현 기술상태의 취약성

 (1) 다양한 실험 및 장비의 필요성

 현재 일차적으로 실용화 대상기술로 유망한 이온빔 조사기술을 다양

한 생산 공정에 응용하기 위하여 전용장비 개발 이전에 공정의 기술적 및 

경제적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실험의 수행이 반드시 필요하며, 이에

는 다양한 이온빔장비들과 빔 측정 장비들이 요구된다.

 (2) 참여기업 확보의 어려움

기초실험단계에서부터 관련기업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이 단계에서의 

기업의 기술개발에의 투자참여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 적

정한 참여기업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3) 비체계적 실용화의 문제점

충분한 탐색연구를 거쳐서 실용화가 확실시 되는 대상을 발굴하여 참

여업체를 선정하여 실용화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나 실용화 단계에서

의 기술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어려움이 간과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도 투자

재원조달이 어렵다. 공정개발에 대한 적정한 검토과정을 생략하고 참여기업

을 조기에 입하는 무모한 상용기술개발은 기술에 대한 신뢰성을 저해하고 

참여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며 기술사용권의 활용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

래하고 있다. 

나. 기술적 경제적 사회적 필요성

 (1) 기술적 측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의 수행목적은 IT, BT, NT, ST등의 첨

단산업기술 개발을 위함은 물론,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출현되는 많은 

spin-off 기술들을 산업적으로 활용하여 벤처기업의 창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산업기술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spin-off 기술들이 출현한다 하더라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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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많은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가속

장치기술에서 파생된 이온빔조사를 비롯한 spin-off기술들을 적재적소의 공

정개발에 활용하는 산업기술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Mechanism 개발

이 필요하며, 이러한 Mechanism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의 응용분야를 검토

하고 기존 공정과 비교되는 확실한 우월성을 갖도록 공정개발을 수행할 필

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Mechanism을 운 하여 기업들과 개발된 기술을 

연계하는 과정에서 각종기술의 융합, 변형, 응용을 통하여 의도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술의 창출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2) 경제적 측면

  국내 산업기술이 급성장하고 세계적인 산업기술이 전반적으로 IT, 

BT, NT등의 첨단 초정  기술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래

의 기술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속장치기술은 이미 반도체 생산 

공정 등 고부가가치 공정기술로 활용되고 있으며 비교적 고가의 공정비용에

도 불구하고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 기반은 기술 및 장치의 도입

에 의존하는 취약한 실정이다. 더욱이, 개발된 기술들이 단지 기술개발차원

에서 종료되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확보한 기술을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면, 이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의 낭비를 초래한

다. 산출되는 많은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선정시스템이 

필요하며, 이러한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되는 신기술과 기업을 연계시켜, 

유망한 신기술의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3) 사회적 측면

  가속장치기술에 기반을 둔 원천기술은 다른 산업과는 구별되는 기술 

분야 이며 개발과정에서 창출된 spin-off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 산업

분야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므로 본과제의 수행이 필요하 다. 또한 국

제적인 경쟁력강화를 통하여 국가와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spin-off 

기술을 통한 신기술산업분야의 창출을 통하여 국가와 기업의 사업범위를 확

장시킴으로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데 일조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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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신기술을 기반으로 한 벤처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함으로서 새로

운 일자리를 창출하여 고학력실업 및 청년실업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절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1. 1 차 연도의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가. 실용화 기획 및 센터운  방안

 1차 연도에는 실용화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해 실용화의 개괄적인 

Mechanism을 제시하는 실용화 추진 모델을 개발하고, 기술적 부가가치가 

크다고 판단된 양성자 빔 조사된 전력반도체의 실용화 타당성 검토와 대상

기술 발굴을 위한 기술적용 평가방안 수립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여 하나의 

실용화기술 평가모델을 개발 하고자 하 고,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

굴에 있어서 1 건 이상의 실용화 대상 기술을 발굴 하고자 하 으며. Infra 

구축 및 운 방안에 있어서는 기존 저에너지 빔 조사장치 운전 보수 및 빔 

진단시스템을 보완하여 저에너지 빔의 산업적 적용을 위한 준비를 하 다. 

실용화추진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

고자 하 다.

첫째, 기존에 확보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산업화 추진 기업체에 이

전하는데 있어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산업화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 산업화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유형에 따라, 해당 유형에 적합한 

산업화 모델을 개발하고, 산업화 모델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업적 성과와 연

관되는 성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셋째, 분류된 유형에 대한 산업화 성과 측정 및 성과 증진 방안을 모

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나. 전력반도체의 실용화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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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반도체의 실용화 타당성 검토는 다음과 같이 하 다.

- 고속 전력소자의 국내외 시장을 조사함으로써 시장 추세를 분석하

되 신뢰성 있는 시장조사기관(국외: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국내: KSIA=Korea Semiconductor Industry Association)의 자료

를 활용한다.

- 고속 전력소자의 국내외 특허를 조사함으로써 특허 추세를 분석한

다. 아울러 국내외 미공개(출원중) 특허도 세계적 특허정보 제공기관인 

WIPS(World Intellectual Propriety Search)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 양성자-조사(proton-irradiated) 전력소자의 경제성을 분석함에 있어 

특히 E-beam 등의 경쟁기술과 비교한다.

 - 양성자-조사 활용에 참조하기 위하여 양성자-조사 서비스 용역 업

체를 조사하는 데 있어 우선 기존 국의 AEA Technology와 IBIS의 양성

자-조사 서비스 내용을 조사한다.

 - 양성자-조사 전력소자의 실용화 방안, 용도 및 시장 변화를 예측함

으로써 관련업체와의 공조 방안을 제시하되, 

양성자-조사의 산업화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을 분석하고, 양성자-조사

에 의한 고속전력소자가 출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제품 및 시장을 

분석하고, 관련 전문가 자문에 의하여 데이터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

한 상기 결과가 국내 관련업체(Fairchild Korea, KEC)에 제시됨으로써 공동 

연구 참여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연구소(KAERI)와 관련업체와의 공조 방

안을 제시한다.

- 고속전력소자를 위시한 양성자-조사의 활용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특히, SiC 소자, 광소자, 전지, 등에 양성자-조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고 

개략적인 최적 양성자-조사 위치 및 농도를 제안하되, 특히 SCR/IGBT 등

에 주력한다.

다. Infra 구축 및 운 방안

가속장치기술에서 파생된 이온빔조사를 비롯한 spin-off기술들을 적재

적소의 공정개발에 활용하는 산업기술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Mechanism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Mechanism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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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분야를 검토하고 기존 공정과 비교되는 확실한 우월성을 갖도록 공정개

발을 수행하 다. 이를 위해 기존 이온빔 조사장치 운전보수 및 빔 진단시

스템 보완하 다.

2. 2 차 연도의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

2 차 연도의 연구개발내용 및 범위는  기업연계방안 수립, 공정기술 

개발 타당성 검토 1건 이상, 기술 및 제품 발굴 1건 이상, 기존 이온빔 조사

장치 운전보수 및 빔 진단 시스템 보완이었다. 

가. 기업연계방안 수립

기업연계방안 수립을 위해 사업단 실용화 팀의 현재 능력과 문제점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실용화 작업에 대비한 기업연계방안을 수

립하기 위하여 외부 전문기관 (KAIST 경 대학원)에 용역을 의뢰하여 수

행하 고,   1차 년도에 수립된 실용화 모델의 10단계에 따라서 예상되는 

모든 Activity들을 검토하고 전체 100개의 Sub-activity들을 도출하고 이들 

중에서 실용화 업무에 긴급하거나 기업과의 협력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DSG (Decision Support Guideline) 양식의 업무수행지침으로  제시하 다. 

이중에서 기업과 연계되거나 현실적으로 긴급하다고 간주되는 Activity들에 

대한 업무지침 또는 Checklist를 준비하 다. 

나. 공정기술개발 타당성 검토

 1차 년도에 작성한 타당성검토 양식에 따라 일차적으로 사업단내에서 

수행중인 빔 이용 및 실용화 과제들을 대상으로 타당성검토를 수행하 고, 

연구개발의 타당성을 실질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탐색연구 대상들에 대하

여  검토를 수행하 다. 특히 연구개발의 소요투자비가 크고 난이도에서 어

려움이 예상되는 광촉매 TiO2의 개발타당성을 다각도로 검토하 다. 기술 

및 제품 개발은 실용화 탐색연구라는 다른 명목으로 광촉매 TiO2의 가시광

선에 의한 활성화가 수요측면에서 각광을 받고 있는 매우 중요한 기술이나 

아직 세계적으로 개발을 못하고 있음을 고려하여 TiO2 광촉매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론적인 준비작업의 필요성 및 가능성을 탐색하

다. 다이아몬드 발색 연구를 토대로 시장에서의 유색 보석에 대한 수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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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가능성을 검토하 으며 중소기업들이 애로사항으로 여기는 기술들에 대

한 개발가능성을 이론적 또는 실험적으로 탐색하 다. 

다. Infra 구축 및 운  방안 수립

 국내에서 반도체회사 이외에는 저에너지 가속장치인 이온 주입기를 

사용하는 연구개발이 가능한 시설이 없는 상황이므로, 산학연이 이온주입기

술의 연구개발에 우리의 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이온빔 조사장치들

을 정비 보완하고 필요한 대형 이온주입장비들을 개발하는 방안을 모색하

으며 우선 내부의 탐색연구 수행에 필요한 이온주입장비의 성능을 확보하

고,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는 연구개발 수요를 담당할 수 있도록 장비들의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 다.

3. 3차 연도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장치 및 기술 이전, 기술이전 시 업체인력 교육훈련, 실용화 대상 기

술/제품 및 기술 홍보,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및 탐색연구 수행, 

실용화 기획 구체화 및 실용화센터 수익모델 설정, 외부 서비스 및 탐색연

구를 위한 기존 이온주입기 운전보수, 사업단 과제 결과물의 실용화 지원 

및 방안 수립 등이었다. 

가. 장치 및 기술 이전 및 업체인력 교육훈련

 사업단의 1차 연도 연구과제 던 “내구성 향상 이용기 날 표면처리 

기술개발”의 성공적인 산업체 적용으로 장치를 포함한 기술이전을 과제 참

여 회사 던 하성 e-sis사에 완료하면서 현장에서 기술지도 및 업체 인력 

교육 훈련을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기술이전의 하나의 모델을 설정하

다. 

나. 실용화 대상 기술/제품 및 기술 홍보

기술이전과 실용화를 언론에 보도하여 기술 홍보를 하 고 홍보의 결

과 발생한 업체로 부터의 기술 수요를 바탕으로 실용화 대상 기술을 보다 

구체화하여 향 후 사업화 대상을 설정하 다.  

다. 실용화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및 탐색연구

이온빔조사로 제품의 업그레이드가 가능한 대상을 1 건 이상 발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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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개발을 하는 것이었는데 광촉매 TiO2 재료 개발, 유색보석개발, 드릴 

류, 볼펜 볼, 면도 날, 주사 바늘 등을 대상으로 추진되었다.

 라. 외부 서비스 및 탐색연구를 위한 Infra 구축 및 운 방안 수립

기존 이온 주입기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하여 외부 사용자에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결과물의 공유를 통한 새로운 실용화 대상의 발굴을 

모색하 다.

  마. 사업단 과제 결과물의 실용화 지원 및 방안 수립 

1 차연도 연구 결과물인 이용기 날 이온주입기의 업체 이전 및 기술

실시계약 체결을 포함한 기타 사업단 과제수행 결과로 개발된 기술의 업

체이전추진을 범위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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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1 절.  가속장치기술의 실용화 현황

1. 해외 기술 현황

   저에너지 가속장치 기술은 이온주입(Ion Implantation)이라 불리 우

는 기술 분야로 수십 년 전부터 주로 반도체 분야를 중심으로 산업적으로 

적용되어 왔다.  이온주입 기술은 이온의 종류, 이온 에너지, 이온 량에 따

라 효과의 강약이 달라지며 적용분야도 달라진다. 즉,  수십 keV급 이하의 

이온빔은 표면의 원자나 입자덩어리(clusters)의 스퍼터링을 유발하거나 충

돌이온의 주입이 되므로 주로 재료의 물리적 코팅이나 표면개질분야에서 이

용하는 이온주입기로 실용화되며, 수백 keV의 이온 주입기들은 반도체 의 

도핑에 이용되므로 반도체 제품 제조의 필수장비로 성장했다. 수십 MeV급

의 Cyclotron형 가속기들이 동위원소 생산용으로 실용화 되었으며, 수십 

MeV급의 선형가속기는 상업적 용도로 실용화 수준에 도달하지는 못하 으

나 분석․측정용도로 실험실 장비로 성장하고 있다. 수백 MeV급 Cyclotron

형 가속기가 의료용(양성자 암치료)으로 실용화의 초기에 있다고 할 수 있

다.

실용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이온주입기 부문의 생산과 공급은 

Varian, Eaton, Applied Materials 등과 같은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지배하

고 있다. 또한 이온주입기의 부품공급업체들도 이온 원, RF장비, 진공장비, 

계측장비들을 전문적으로 공급하면서 성장하고 있다.

또한 이온 주입기를 갖추고 산업용 빔 이용 공정개발을 수행하면서 빔 

조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덴마크의 Danfysik, 국 Techvac, 일본의 IECC와 

IERIC, 독일의 FZR, 국의 SCRINA 등의 기업들이 등장하고 있다.

한편 MeV급의 가속장치는 NEC(National Electrostatics Corps.), 

IBA(Ion Beam Application)등의 가속장치 전문 업체들이 주문형태로 생

산․공급하면서 시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RI 생산용 가속기와 분석․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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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 가속기의 실용화에 이어 암 치료용 가속기의 실용화가 현안이 되고 있

다.

양성자 가속장치기술은 의료분야 및 계측(Instrumentation)분야와의 결

합으로 시스템 개발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NT분야에서 분석․측정 및 

가공공정과의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2. 국내 기술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원자력중장기사업과 수탁과제를 수행하여 이온

원의 개발 및 저에너지( keV급)가속장치를 개발하여 산업체에 기술을 이전

하거나 실용화하 다. 표 1은 빔 이용 및 장치개발의 실용화 실적에 관한 

것이다.

기업명 참여내용

(주) 에이빔 각종 이온빔 발생

(주) 한국프라코 폴리머 표면 전기전도도 향상

(주) 동방폴리테크 표면전기 전도도 향상

(주) 삼성전자 IBAD에 의한 금형 수명 향상

(주) 하성전자 이온주입에 의한 이용기날 수명 향상

(주) 경남에너지

(주) 압선테크
폭약 신속 정밀 탐지

(주) 한국전자

(한국전기연구원)
전력반도체 고속 스위칭 특성구현

(주) 대명광학 내마모성 향상

(주) 에이원 메디칼 수명 및 부식 특성 향상

     <표-1> 이온원과 keV급 이온주입기의 개발과 실용화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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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가속장치 개발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업들이 가속장치 부품개발

에 참여하 다 (표 2 참조).

   

기업명 참여내용

포스콘 대용량 전원(100kV, 20A 급)

대웅엔지니어링 초정밀 가공(CCDTL Cayity 등)

비츠로테크 브레이징(CCDTL 제작)

벡트론 고 진공 부품(CCDTL 진공 등)

금룡테크 전자석(CCDTL 4극 전자석)

레디오닉스 고주파 부품(LLRF, Coupler 등)

VSI 고주파 창(RFQ, CCDTL 용)

희성정밀 지지 구조물(Beam Dump 등)

  

<표-2> 가속장치 부품개발 참여 현황

   국내의 가속장치기술은 ‘90년대의 포항 방사광 가속기 건설과 IT산

업에서의 이온주입기의 운전․보수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

게 되었고 재료의 플라즈마 코팅 등에 점차 이온원 등의 기본적인 장비들이 

소요되면서 실용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기존의 장비들이 적절히 사용되기 위

해서는 물리학적인 지식기반이 요구되어 중소기업에서의 실용화가 매우 더

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 2 절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1. 유사 연구사례에 대한 조사 현황 

가. 외국의 경우

(1) 특허

(가) 1977년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양성자-조사를 반도체 소자에 적

용하여 캐리어 수명을 단축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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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996년에 미국 ABB Management AG에서 GTO 싸이리스터에 

전자 또는 양성자를 조사하여 스윗칭 시간을 줄이는 기술을 특허 등록함

(다) 2002년에 일본 미쓰비시전기에서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스윗칭 소자의 캐리어 수명을 제어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함

(라) 따라서, 양성자-조사를 반도체 소자에 적용하는 것 자체는 이미 

공지된 기술로 판단되고, 각 소자마다에 어떻게 조사하는가가 특허 또는 노

하우 기술이 되리라 판단됨

  (2) 기술개발

(가) 금속성 불순물을 이용하여 캐리어 수명을 조절하는 기술은 이미 

50년대에 개발되었고, 현재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음

 (나) 그러나, 금속성 불순물은 누설전류(off-상태에서 전력손실이 큼)

를 야기하고 반도체 공정의 clean화에도 나쁜 향을 미침

 (다) 따라서 80년대부터 전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이온을 반도체에 

조사함으로써 캐리어 수명을 제어하려는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라) 1996년 체코대학의 J. Vobecky가 양성자-조사 기법이 사용된 

p-n 다이오드에 대하여 전자의 수명, 순방향 전압 강하, 역회복 전하량, 등

을 조사분석함

 (마) 2000년 일본 쓰꾸바 NRIM에서 광, 양성자, 중성자-조사된 도핑

된 실리콘에 대하여 조사-유도된(irradiation-induced) 전도도를 조사분석함

 (바) 2000년 3월 미쓰비시전기가 양성자-조사된 IGBT 샘플을 발표함

 (사) 2001년 ISPSD에서 일본 도요타가 He-조사된 다이오드의 캐리

어 수명을 조사분석한 것을 발표함

  (3) 제품기술

 (가) 일본 미쓰비시전기의 경우 IGBT에 양성자-조사된 전력소자의 

생산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생산 규모는 아직 미확인 상태임

 (나) 그 외는 현재까지 알려진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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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국내의 경우

 (1) 연구개발된 사례가 거의 없음

 (2) 단편적으로 p-n접합에 전자․양성자 조사에 의하여 캐리어 수명

을 조사한 예는 있으나, 양성자-조사는 일본의 Sumitomo 시험검사소에서 

수행되었고, 에너지는 2 MeV 한 값만을 사용하 음 (“전자․양성자 조사에 

의한 Carrier Lifetime 최적 제어”, 연구보고서 99-N5-01-A-07, 과학기술

부)

 다.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1) 세계적으로 양성자 조사를 전력반도체 소자에 적용하여 캐리어 수

명을 감소시킴으로써 스윗칭 속도를 높이려는 기술개발이 단속적으로 꾸준

히 진행되고 있음

(2) p-n 다이오드, 싸이리스터, IGBT, 등 소수 캐리어를 전류 메커니

즘으로 하는 소자에는 양성자-조사 기법을 사용하여 스윗칭 속도를 높일 

수 있음

(3) 그러나 소자마다 조사 위치 및 dose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고, 공

정의 안정성 및 신뢰성도 확보되어야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음

(4) 양성자-조사된 전력소자의 성능과 비용을 감안하여 시장 진입 및 

시장 확대의 가능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가. 국내․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

표 3에 요약하 다.

항목 국외 국내

양성자-조사 기술 서비스 가능(상용) 서비스 가능(실험용)

전력소자 적용 기술
PN 다이오드, SCR, IGBT

에 응용 개발 

PN 다이오드에 기초실

험

전력소자 제품응용 기

술

Mitsubishi에서 IGBT 발

표
아직 미시행

<표-3> 국내․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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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 내용 및 그 기술 수준의 분석 결과

  (1) 외국의 경우

 양성자-조사를 서비스하는 단계이며 양성자-조사를 전력소자 제품개

발의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임

  (2) 국내의 경우

     전력소자에의 응용기술 착수 단계임

다.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1) 기술적인 평가 : 적용의 난이 성, 기술수준, 등

     양성자 조사 기술 및 서비스는 가능함

  (2) 경제적인 평가 : 제조원가, 투자규모, 등

양성자-조사 장치는 이미 설치되어 있으므로 시설 투자비용은 

up-grade, 운용비만 소요되며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run time을 확보하

고 웨이퍼 공정시간을 줄이는 것이 제조원가의 관건이 됨

  (3)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신기술 개발을 위한 양성자-조사 기술 및 서비스가 가능하며 의료용  

태양전지, 배터리, 등의 에너지 및 신 재료 개발에 활용가능 하다.

제 3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모델 개발

1. 기존의 산업화 유형 연구 결과

  기존의 산업화 유형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주로 크게 4가지 유형으

로 산업화가 분류되고 있다. 각 유형은 산업화 기술의 보유여부 및 계획화 

여부에 의해 나뉘며, 기업참여의 단계, 핵심 역할자, 성패요인 및 예상 성과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유형들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첫 번째 기업주도 사업 기회 형이

다. 본 유형은 기존의 기업에 의한 계획된 산업화 유형으로서 기획 및 R&D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 역할자 역시 기업 및 연구원으

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하며, 연구원은 

Technical expert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유형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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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경우 기존시장 및 채널을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

는 반면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공존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연구원주도 사업기획형이다. 본 유형은 기술을 개발

한 연구원에 의한 계획된 산업화 유형으로서 기술의 산업화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참여하게 되며, 핵심역할자는 기술 개발 연구원이 된다. 따라서 해당 

연구원이 사업에 있어 Entrepreneur 역할을 하게 되고 기업은 Supporter 의 

역할을 맡게 된다. 본 유형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었을 경우 미리 선점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연구원들의 사업

경험 부족이라는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기업주도 기회 추구형이다. 본 유형은 기존의 기업

에 의한 계획되지 않은 산업화 유형으로서 R&D 단계나 산업화 단계에 이

르러서 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핵심 역할자는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기업 및 연구원이지만 그 역할에 있어 기업은 Business 

innovator, 연구원은 Technical expert 로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네 번째 유형은 연구원주도 기회 추구형이다. 본 유형은 기술을 개

발한 연구원에 의한 계획되지 않은 산업화 유형으로서 기존 기업들의 참여

가 거의 미미하고 연구원 자체 창업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핵심

역할자로 나타나는 연구원의 경우 주로 Technical Innovator 의 역할을 하

게 되며, 미미하게나마 기존의 기업들이 Supporter로서 참여하게 된다. 

  그러나,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기업가의 경험과 역량, 잠재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기술의 완성도 및 필요자원의 조달이 가장 큰 성공 및 실

패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각기 다른 산업화 유형이 분명하

지만 그 큰 틀은 창업팀, 시장, 자원의 큰 세 가지 요소의 적절한 조달이 가

장 큰 성패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런 가운데 각 유형에 적절한 전

략으로 이 요소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외에 이진주․배종태(1995)의 “국가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업의 R&D 

협력과 산업화”연구에서는 산업화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 다. 분류의 

축은 크게 기술을 획득하는 방식의 차이, 즉 100%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과 초기, 혹은 중기 단계에서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하

다. 또 기업이 기술개발에 참여하는 시기를 또 하나의 분류의 축으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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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유형을 분류하 다. 그 결과 나타난 4가지 분류는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Transfer of 
Knowledge 

Co-development 
of  Knowledge

I. Contract-out CR&D
(n=28)  

II. Technology-transfer 
CR&D (n=12)  

III. Generic Pre-competitive
CR&D (n=51)

IV. Bilateral Learning 
CR&D (n=37)

FirmGRI

GRI Firm

GRI
Firm

GRI Firm

R&D Scale-up commercializationMajor motivation Classification of CR&D Success rate (%)

28.57 (L)

83.33 (H)

54.90 (M)

75.68 (H)

Note: 1. There exis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ccess rates among for types , F-value of ANOVA is 6.7805 (p<0.01)
2.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I, IV > III > I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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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D (n=51)

IV. Bilateral Learning 
CR&D (n=37)

FirmGRI

GRI Firm

GRI
Firm

GRI Firm

R&D Scale-up commercializationMajor motivation Classification of CR&D Success rate (%)

28.57 (L)

83.33 (H)

54.90 (M)

75.68 (H)

Note: 1. There exis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ccess rates among for types , F-value of ANOVA is 6.7805 (p<0.01)
2.  Duncan's  Multiple Range Test:  II, IV > III > I  (p < 0.05)

<그림-2>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R&D 협력과 산업화  유형

  첫째, 위탁개발형은 국가출연연구소가 연구개발을 끝낸 이후, 

Scale-up 단계에서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으로서 국가출연연구소가 전

적으로 기술을 개발하여 산업화하는 기업에 기술이전을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기업들의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개발도상국 내

지는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서 산업화의 상업적 성과가 그리 높

지 않은 편이다.

  둘째, 기술이전형은 Scale-up 이후의 산업화 단계에서 기업이 참여

하는 유형으로서 국가출연연구소가 기술의 산업화에 대부분의 향을 끼치

게 된다. 기술개발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해당기술의 이전 및 기술의 

산업화에까지 함께 참여하는 형태로서 기술개발 및 산업화의 대부분의 과정

을 국가 출연연구소가 담당하고 기술의 산업화 과정에서 일부만을 기업이 

담당하게 된다. 이런 형태의 산업화 유형은 기업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능

력이 뛰어나지 않은 개발도상국 내지는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며 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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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산업화를 추진하는 주요역할자가 단일화되어 있어 다른 산업화 유형에 

비해 상업적 성과는 높은 편이나 고도화된 기술의 산업화에는 부적절한 유

형으로 나타난다.

  셋째, 선진국 공동 연구형은 기업이 연구개발까지 깊이 관여하여 연

구를 수행하고 산업화를 추진하는 유형으로 초기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공동

으로 개발을 완료한 후 Scale-up 단계에서 기업이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

는 유형이다. 본 유형은 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능력이 뛰어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산업화 유형으로서 국가출연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구에 

일부 참여하여 그 결과를 산업화 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본 유형의 상업

적 성과는 다른 유형에 비해 뛰어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넷째 개도국 공동 연구형은 국가출연연구소와 기업이 기술혁신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기업이 이후 산업화를 추진하는 유형이다. 본 유

형은 기술개발에서부터 산업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출연연구소와 

기업이 함께 추진함으로써 기술개발 및 산업화 과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업화 성과 역시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2. 산업화 과정에 대한 연구 현황

  산업화 유형에 관한 연구와 함께 각 산업화 유형상의 단계별 특징에 

관한 연구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각 산업화 유형별로 각 단계에서 나타나

는 특징이 매우 다르고 거기에 따른 성공/실패 요인 역시 다르게 나타나므

로 유형에 맞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갖춰져야 높은 산업화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산업화되는 기술의 산업화 요인 역시 산업화

의 유형 및 성과와 매우 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이 산업화되는 경우 크게 2가지 요인에 의해 산업화되고 있다.

  첫 번째, 시장의 수요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는 시

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요구를 인식함으로써 산업화가 이뤄지

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요구를 기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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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 해결책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완성하게 된다. 

  둘째, 혁신적 신기술의 응용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산업화의 경우는 새로 개발된 신기술의 응용처를 찾던 중 새로운 시

장의 창출 가능성을 발견하고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경우이다. 

  이러한 다른 산업화 유형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 창출, 문제해결, 

산업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세부 추진 형태에 있어서는 그림 3 과 같이 

서로 각기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Market pull 형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인 아이디

어 도출 단계에서 시장의 수요 인식 및 그에 대한 사업아이디어가 도출된

다. 그리고 아이디어 구체화 단계에서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

서 시장분석결과에 따라 아이디어의 구체화 혹은 제품의 구체화를 하고, 해

당 제품의 목표시장의 선정과 시장 공략 전략이 수립된다. 또, 이런 계획을 

뒷받침 할 R&D 방향을 설정 및 자원 확보 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그 이후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확보를 추

진한다. 또 해당기술 확보 후 목표시장에 부합하는 제품 및 공정기술을 개

발하게 된다. 시장검증 단계에서는 문제해결 단계로부터 확보한 기술을 바

탕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장 검증 절차 및 시장 진입 

준비를 한다. 이런 과정 이후 마지막으로 사업화 단계를 추진하며 완성품 

생산을 통해 산업화 과정을 마무리한다.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구체화

문제해결 시장검증 사업화
아이디어

도출
아이디어
구체화

문제해결 시장검증 사업화

연구개발
아이디어

도출 및 구체화
사업화시장검증연구개발

아이디어
도출 및 구체화

사업화시장검증

Market pull 형태

Technology push 형태

<그림-3> 아이디어 제공자에 따른 산업화 과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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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push 형태 산업화 과정은 기본적인 기술이 이미 확보된 

후에 상업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market pull 형태의 산업화와는 다

른 형태를 나타내게 된다. Technology push 형태의 산업화는 초기 연구개

발 단계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원천기술 및 파생 응용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이때는 상업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기술개발 단계이다. 그 

이후 아이디어 도출 및 구체화 단계에서는 확보된 기술의 활용범위 탐색 및 

해당 시장의 규모가 파악되고, 해당 기술의 최종 제품화 및 서비스 전략을 

수립한다. 또 제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을 함께 진단한다. 다음 단계인 시장

검증 단계에서는 확보된 기술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제품을 통

해 시장 검증 절차 및 시장 진입 준비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과 

사업화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게 된다. 마

지막으로 사업화 단계에서는 완제품 생산을 통한 산업화가 이뤄진다.

제 4 절 빔 이용 실용화 연구 분야

1. 보석 발색 분야

가. 외국의 경우

 다이아 몬드의 경우 고에너지 입자충돌로서 pale yellow에서 fancy 

blue, green, brown, orange, very dark green, 그리고 yellow로 변화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으며, 고에너지 입자들로 전자, 중성자, 양성자, 감마선, 알

파 입자 등이 있다. 감마선과 중성자 조사을 제외하고는 대개 근접 표면의 

색상만 변화시키며, umbrella like color zonation과 같은 불균일 채색을 유

발하며, Heating은 격자결함들의 분포 및 성질에 변화를 주어 또 다른 발색

변화를 유발 한다.

Coating 이나 backing 또한 유색보석이 개발되어 유통되고 있다.

갈색(brown 또는 pale brown)다이아몬드를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HPHT) 공법을 적용하여 고압에서 가열하여 color center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무색 또는 pale pink 또는 pale blue로 되게 하여 판매한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은 GE에서 개발하여 Pegasus Overseas Limited(P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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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판매하 는데 “GE POL"보석이라 명명된다. 

다른 기술로는 Laser로 Clarity를 향상시키기 위해 hole이나 불순물들

을 태워 없애는 기술이 개발 되었다.

방사선조사에 의해 발색조절을 하는 경우는 표 4에 요약된다.

<표-4> 방사선에 의한 발색 보석 처리 방법 및 효과

확산 방법에 의한 유색 다이몬드 등이 개발 판매되고 있음. 그 중 블

랙 다이어몬드도 시판되고 있다.

나. 국내의 경우

  High Pressure High Temperature (HPHT) 공법을 적용하여 유색보

석에 색상이 없게 하는 기술이 개발 되고 있으며, 하나로 등 시험용 원자로 

내에서 방사선 조사에 의해서 유색화한 사례도 있으나 상업생산 까지는 미

치지 못하고 있으나 블랙 다이어몬드는 아직 개발되어 판매되고 있지 않다.

처리 방법 발색효과

감마선(보통 
60
Co사용)에 노출

blue & yellow color center 생성- brownish & 

brownish green color 외관, yellow color center는 

열처리에 의해 쉽게 제거됨

Linac treatment(전자빔에 노출)

 deep blue color 생성(sky blue 라고도 함): 열처

리(냉각 또는 가열)에의해 unwanted yellow color 

제거 됨

Nuclear reactor(fast neutron에 

노출)

blue color 생성. 보통 medium to dark grayish 

blue(steely 또는 inky로 명명). 후 열처리 불필요. 

Linac treatment와 함께 상업적 거래시 radioactivity 

관계로 NRC의 규제 및 허가가 필요

Nuclear reactor 및 Linac & 

Heat treating 복합 처리

Dark blue color, 상업적 명칭: Electra blue, super 

blue, New blue, Swiss blue, Max blue, American 

blue, super sky blu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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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조사한 연구개발 사례를 분석하면 모든 공정이 다음의 원리을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보석은 치환형 불순물이나, 공공의 유입에 의해 색상이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다이어몬드 결정내에 N 나 B 이 C 격자점에 유입되면 각

각 electron donor 와 electron acceptor로서 작용하여 가시 역내의 전자 에

너지 전이 수준으로 되게 하여 발색변화를 유발한다. 또한 산화물이나 질화

물 보석의 경우 O나 N가 격자점을 이탈하게 되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전자

가 공공에 존재하여 부분적으로 band gap이 변화되어 color center로 작용

하게 된다.

 둘째,  보석은 조사 및/또는 가열에 의해 다른 발색효과를 낸다.

 외국산 블랙 다이어먼드의 경우 어떤 방법으로 만들어 졌는지는 자세히 알 

수 없으나 감정원 감정결과 매우 표면에만 발색 효과가 있으며 심층부까지 

발색효과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바람직하지 않음. 또한 천연 블랙 다이아먼

드는 대부분 불균일한 발색을 나타낸다.

라.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1) 국내․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표

국내에서는 국외처럼 발색 또는 탈색 보석을 양산하여 상업화 한 경우

가 아직은 없어서 비교하기 어렵다. 사전연구에 의해 개발 성공한 블랙 

다이어먼드는 이온주입으로 상당한 깊이까지 불순물이 함유되게 한 후 

열처리를 통해 확산 처리한 것으로 보다 심층부까지 발색효과가 있었으

며, 최근 연구결과 이온주입/열처리를 수회 반복한 결과 보다 깊은 곳 

까지 발색 효과를 내어 우수한 품질의 블랙 다이어몬드로 감정되었다.

(2)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技術)내용 및 그 기술수준의 분석 결과

외국의 경우 HPHT 공법이나 방사선조사에 의한 방법 모두 매우 제한

된 량만 바람직한 보석으로 되어 천연보석에 비해 값이 싸지 않다. 국내의 

경우는 개발 시도 단계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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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가) 기술적인 평가 : 적용의 난이성, 기술수준 등 감마선과 중성자 조

사을 제외하고는 대개 근접 표면의 색상만 변화시키며, umbrella like color 

zonation과 같은 불균일 채색을 유발하며, Heating은 격자결함들의 분포 및 

성질에 변화를 주어 또 다른 발색변화를 유발 한다. 또한 방사선조사 유색

보석은 방사능이 나오므로 인체에 유해하지 않을 정도의 방사능이 나올 때

까지 시판되지 못하며 구매자가 알게 되면 불결하게 느껴져 기피하는 경향

이 있다.

확산 방법은 면마다 침투 정도가 달라 불 균일 발색을 유발하는 경향

이 있다.

(나) 경제적인 평가 : 제조원가, 투자규모 등

방사선 조사 유색보석은 처리시간이 오래 걸려 경제적이지 못하며

HPHT 공법으로 제조된 탈색 다이아몬드의 경우 양호한 결과가 나올 비율

이 낮아 경제성이 그리 높지 않다.

(다) 산업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다이아몬드의 경우 발생조건이 초고압 초고온 상태여서 제조기술이 매

우 어려워 경제성보다 기술자체로도 다른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크다. 

방사선조사 방법은 격자결함을 유발하는 수단이므로 재료의 조사손상 

등 물성 연구에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다.

마. 본 연구와 관련된 주요기술 현황

- 금속 및 기체 이온주입장치

- 진공 중 또는 불활성가스 분위기에서의 열처리 기술

  

바. 시장규모

∘주시장 (국가 또는 지역) : 미국, 일본, 중국, 이태리, 인도 등  

∘시장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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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현재의 시장규모 예상되는 시장규모

세계시장규모             20,000 백만$ (2008년)  22,000 백만＄

한국시장규모     500,000백만원 (2008 년) 600,000백만원

2. TiO2 광촉매 개발

광촉매란 어떤 반도체에 빛을 조사하면 반도체는 빛을 흡수하여 전

자와 정공을 생성시켜 산화나 환원반응을 일으키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과정

을 거쳐 일어나는 반응을 광촉매 반응이라고 한다.  

광촉매 반응에 대한 이제까지의 연구는 주로 태양에너지의 전환과 

저장에 대하여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대기오염 및 수질오염 등의 환경오염

으로 인하여 생태계 파괴에 관한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환경보존 문제가 전 

세계적인 쟁점으로 집중되고 있어 광촉매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연구들이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이제까지의 연구를 통해 광

촉매는 태양에너지 및 각종 광 에너지를 이용하여 악취, 세균, 유독 가스 등

의 분해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광촉매의 대표적인 예로서 이산화티타늄을 들 수 있다.  이산

화티타늄은 화학적 안정성, 취급용이성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광촉매이다.  

광촉매 적용 방법으로 현재 상업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

로는 이산화티타늄 분말을 현탁액으로 하여 분사함으로써 코팅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공개특허 제2001-75762호(2001.08.11)에는 금속판 표면에 이산

화티탄 분말을 사용하여 박막을 형성하는 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는 이산화티타늄 입자 주위에 바인더(binder)제가 둘러싸여 있어서 주변 

환경과의 접촉을 제한하여 효율이 매우 낮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박막증착이라는 건식 코팅방법을 사

용한다.  이러한 코팅방법에 의하면 비표면적도 높아질 뿐 아니라 재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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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도가 거의 100%에 가까워 효율을 상당히 높일 수 있다.  등록특허 제

364729호(2002.12.02)에는 산촉매 존재하에 티타늄 알콕사이드, 착체형성제 

및 물을 반응시켜 투명한 아나타제 결정형 이산화티타늄 나노졸 용액을 제

조하고, 이에 알코올 수용액을 첨가하여 희석시킨 다음, 이를 고분자 지지체

에 코팅하여 외장재로도 적용이 가능한 고분자 지지체상 이산화티타늄 광촉

매 박막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만으로는 자외선 외에는 광촉매 기능을 할 수 없

어 가시광선으로도 감응할 수 있는 광촉매 재료 개발의 필요성은 여전히 과

제로 남아 있다.

이를 위해 이산화티타늄 내 환경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가시광선에도 

감응할 수 있는 재료로서, 제조 과정에서 불순물을 첨가시켜 재료의 밴드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또한, 박막을 증착하는 과정에서 불순물이 

박막 내로 유입시켜 밴드 구조를 변화시키는 방법이 있다.  

등록특허 제445543호(2004.08.13)에는 에어로졸에 의하여 도핑되며, 

산화아연, 산화백금, 산화마그네슘 및/또는 산화알루미늄으로 이루어진 그룹

으로부터 선택된 산화물을 도핑 성분으로서 함유하는, 발열적으로 제조된, 

광촉매 또는 UV 흡수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이산화티탄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이들 기술은 첨가되는 불순물량의 조절이 어려운 단점이 있

다.  또한, 재료의 내부에서 발생한 전자-정공쌍은 촉매기능을 하기 위해 

그 상태를 유지한 채 표면으로 올라와서 물질과 반응해야 하는데, 표면 깊

은 곳으로부터 발생한 전자-정공쌍은 대개 표면에 도달하기 전에 재결합하

여 광촉매로서 의미가 없을 수 있어 표면에서 깊은 내부까지 밴드구조를 변

화시키는 것은 불필요할 따름이다.

더욱이, 이산화티타늄이 광촉매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약 400 nm 이

하의 짧은 파장의 자외선(Ultra-violet rays)을 조사 재료에 흡수되도록 해

야 한다.  자연광 중 자외선은 5% 이하로 매우 적어 효율을 증진시키려면 

따로 자외선 발생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자연광 중 70% 이상을 차지하

는 가시광선에도 반응을 하도록 이산화티타늄의 성질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

다.  이를 위해서는 이산화티타늄의 밴드 갭 조절이 필수적이다.  

등록특허 제440785호(2004.07.08)에는 이산화티타늄의 밴드 갭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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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사이에 산환․환원 전위를 갖는 금속이온(Pt, Pd, Fe, Ag 등)을 빛을 쬐

어 증착하는 광증착법으로 도핑시켜 이 금속이온들이 격자 내에서 전자 또

는 정공이 포획장벽으로 작용하여 전하쌍 재결합 속도를 변화시키고, 밴드 

갭 에너지를 낮추어 자외선뿐만 아니라, 에너지가 낮은 가시광 역에서도 

광촉매 반응이 가능하도록 한 가시광에 감응하는 광학박막과 그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공개특허 제2004-1410호(2004.01.07)에는 루타일 타입의 이산화티탄

(TiO2)을 이용하여 제조된 슬러리 상태의 광촉매제에 은(Ag)을 치환시키는 

은 치환공정을 포함하는 은이 도포된 광촉매 제조방법이 개시되어 있다.

국제공개특허 WO2002/18686호(2002.03.07)에는 화학식 

Ti1-xCoxO2(0<x≤0.3), Ti 격자 위치에 Co가 치환되고, 단결정 기판상에 에

피택셜 성장된 이산화티탄․코발트 자성막이 개시되어 있다.

3. 금속/고분자 소재 표면 개질

가.  외국의 경우

금속제품에 이온주입을 하여 표면의 내구성, 내화학반은성 등을 개

선하는 기술은 약 20년부터 산업적으로 적용되어 왔으며, 고분자재료의 

표면경화 등 특성향상을 산업적으로 적용해온 것도 1990년대 초반부터로 

알려지고 있다. 금속제품의 경우 절단 및 절삭 공구, 기어등 내마모성이 

요구되는 부품에 적용되어 왔으나 이온침투 깊이가 한정적이어서 극심하

지 않은 마모환경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고분자 소재의 경우 산

업적 적용 역사가 길지 않아 선 래스 등에 적용 몇가지 예가 있으나 성

공사례는 잘 알려지지 않고 있다.

나. 국내의 경우

원자력연구소 이온빔 연구 팀을 통해 약 15년 전부터 산업적 적용을 

광범위하게 추진 해왔다. 고분자 재료의 경우 표면의 전기전도도를 향상 

시켜 대전 방지용 IC 이송 TRAY에 적용한 바 있으며 활발한 산업적 적

용 대상을 물색하여 적용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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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1) 국내․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표

기본원리는 20-30년전에 이미 개발되어 장치 기술의 산업적 적용이 

기술경쟁 분야기 된다. 반도체 부품의 도핑 등에 대해서는 외국에서 이미 

큰 회사(미국의 Accelis 사, Varian 사, 일본의 니신 사 등) 에서 양산 장

치를 거의 독점적으로 반도체 관련 회사에 공급하고 있으나 표면 내구성 

향상 (tribology)분야는 아직도 독점사가 없으며 시장 진출의 여지가 있다.

국내의 기술은 기본원리를 이용한 장치기술 분야는 경쟁력이 있으며

산업적 적용 분야는 아이디어 분야로  세계적인 경쟁 대상 이다.

(2)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技術)내용 및 그 기술수준의 분석 결과

(가) 외국의 경우 

반도체 이온주입 장치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수의 몇몇 회사에서 거

의 독점 하여 양산하며, 기술적으로는 이온원 발생 및 가속 장치 분야는 

국내기술과 차이가 별로 없으나 자동제어 및 지그 기술 분야에서는 외국 

유수사의 기술은 국내와 비교 많이 앞서고 있다.

 Tribology 분야는 case-by-case로 산업적인 수요가 발생하므로 장

치 기술도 case-by-case로 적용되며 국내와 기술수준의 격차가 별로 없

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나) 국내의 경우

 장치 분야에서 이온원, mass analyzer, 가속관 등의 기술은 세계적 

수준이다. 단, 반도체용 장치의 경우 기술은 충분하나 고가의 대형장치라 

외국제품을 그대로 수입하는 경향이 있어 아직 시도 해보지 못하 다.

(3) 기존 공정방법․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분석.

(가) 기술적인 평가 : 적용의 난이성, 기술수준 등에 있어서 장치기

술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어 적용에 어려움은 전혀 없으나 국내의 장치

기술수준은 독자적으로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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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적인 평가 : 제조원가, 투자규모 등

 가속장치의 세계적인 회사인 데마크 Danphysik 사에 국내에서 제

작된 장치의 사양을 근거로 경제성을 평가한 결과 매우 경제적인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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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개념 정립 및 접근 방법 설정

1. 실용화 추진 기구의 역할 정립

실용화 추진 기구의 개념 정립을 아래와 같이 고려하 으며 이를 도식

화하면 그림 4와 같다.

- 실용화센터는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의 산업기술개발과 

벤처창업 추진의 전진기지의 역할을 수행한다.

-  실용화센터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이

를 산업계와 협력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특히 선진국

들에서 등한히 하고 있는 저․중 에너지 양성자 빔의 산업적 활용에 주력하

여 차별화된 우리 산업기술을 이룩한다. 또한 이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 실용화센터는 산업계에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양성

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서 도출되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탐

색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 실용화센터는 그림 4와 같이 실용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실용화

대상기술 확보, 산업화의 타당성검토, 산업계와의 협력, 등의 업무를 총괄적

으로 수행한다.

           <그림-4> 실용화 추진 개념도

• 업체기술이전

•사업단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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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창업

양성자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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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홍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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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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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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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응용

가. 이온원 기술, 빔 가속장치 기술, 빔 조절기술, 등의 저에너지 가속

장치 기술을 산업적으로 활용한다.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렴한 공정기기

를 개발하여 경쟁력 있는 신  산업 기술 분야의 성장을 유도한다.

나. 향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에서 나오는 spin-off 기술의 산업적 

활용을 도모한다.

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보유하고 있는 빔 조사장비들을 기본장

비로 활용한다. 필요시 국제협력을 통해서 국외 빔 조사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산업기술의 누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문헌조사를 통하여 선진국에서 기초연구를 수행하 으나 산업화되

지 않은 빔 이용분야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 대전방지용 고분자재료
- 정밀 금형
- 식품저장용기
- 자기저장장치
- 고윤활제품빔발생기술

질량분석기술

빔가속기술

시료조사기술

고전압발생 및
제어기술 

빔진단기술

가속장치가속장치  
기술기술

산업산업

생명공학생명공학

이공학이공학

의학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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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영향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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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 자원연구

- 연대측정
- 표면수소측정
- In situ 3차원분석
- 국소조사분석

- 생체중 무기원소분석
- 진단
- 치료

기반기술 핵심기술 응용관련기술

            <그림-5>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응용

3. 실용화 추진 방법의 점진적 정립

가. 지금까지의 실용화 업무경험과 외부 전문기술자문업체의 지원으로, 

앞으로 추진하여야 할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의 전 실용화 과정에서 고려

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모델을 보완해 나간다. 이의 일환으로 일

차적으로 실용화업무의 준비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

품의 평가방법(타당성 검토 방법)을 정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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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방법

과 이 시점에서부터 기술 소유권의 관리방안을 점검한다.

다. 실용화에 참여할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공동

으로 추진하는 홍보방법, 관련되는 기업들에의 접근방법, 제품개발에 필요한 

총괄적인 자원조달방법, 참여기업과의 계약방법 등 실용화를 위한 산업계와

의 협력방법을 망라한다.

라. 참여기업과 함께 공정기술 및 제품 개발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기

술이전, 교육훈련, 품질관리, 시장진입방법, 홍보 및 판촉에 이르는 전 과정

을 수행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마. 실용화 추진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방안은 관련 전

문기술용역업체에 용역으로 의뢰하여 수립한다.

4. 연구개발 추진체계

1단계에서 저에너지 가속장치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실용화방안을 구

체화한다. 실용화대상기술을 발굴하고 산업계의 자문을 받아 공정기술과 제

품의 개발가능성을 탐색연구와 기초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연구개발이 완

료된 과제의 결과물을 기업체에 기술이전 시 양산화의 기술적 및 경제적 타

당성을 업체와 협력하여 검토하고 이전하는 절차를 확립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1. 실용화 추진 방향 구체화

가. 실용화 추진 모델 개발

 기술의 선정, 사업자 선정, 재원조달방안, 개발  업무 분담 등

 - 기 수행 및 수행중인 실용화 과제들의 형태를 검토 반

 - 사업자들의 적극적 참여 유도방안 고려 (제품완료만을 기다리는 과제의 

형식적 참여를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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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용역의뢰 (공동수행 형태)

나. 기술적용 평가방안 수립: 부록 1 참조

대상 신기술의 선정방안 수립절차를 다음과 같이 한다.

 - 개발기술의 산업적 응용가능성 및 개발절차 검토

 - 신기술의 산업계 수요 검토방법

 - 신기술의 기존기술과의 경쟁력 검토방법

다. 기업 연계방안 수립: 부록 2참조

산업계와의 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구체화한다.

 - 기반기술의 산업계 홍보 :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 사이버시장

 - 실수요자의 발굴, 신기술 협력방안의 구체화(업무분담 등)

 -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용역의뢰(공동수행 형태)

2. 실용화 센터 운

사업단내 장치기술을 응용하거나 외국의 빔이용 연구결과를 이용하여 

실용화 기술 및 제품을 발굴하며 장치의 보완 및 유지보수를 원활히 하여 

Infra 구축 및 운 을 한다.  신 기수에 대해서는 타당성 검토 평가 방안을 

활용하여 적절한 개발방법 및 절차를 제시 향 후 추진 방향을 지원하게 한

다. 

제 3절 연구결과

1. 기술평가체계: 부록2  참조 

1차년도에 수립한 타당성검토 양식에 따라 7개 과제에 대한 타당성검

토를 시도하고 검토 양식의 적합성 내지 적용가능성을 타진하 다. 연구개

발의 초기 단계에서 검토항목의 중요성이 덜하고 검토업무에 부담이 큰 항

목들을 제거하고 현실적으로 적용 가능한 타당성검토 양식을 제시하 다.

실용화 모델의 10단계에서 각 단계별로 필요한 Activity들을 검토하여 

전체 100개의 Sub-activity들을 도출하고 이들 중에서 실용화 업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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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하거나 기업과의 협력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DSG (Decision Support 

Guideline) 양식의 업무수행지침으로  제시하 다.

2.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1)빔 조사방법에 의한 보석 발색 기술개발

(가) 개요

천연상태의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루비 등 보석은 모두 단결정으로 다

소간의 불순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불순물의 함유량이 극히 미미한 경우 투

명도를 그대로 유지하므로 있는 그대로 가치가 크나 불순물을 함유하면 색

상의 변화가 있으며 가치가 떨어지는데 보다 가치를 저하 하게하는 요인은 

불균일 발색 및 바람하지 못한 색상이다. 보석에 이온빔을 조사 불순물을 

첨가하여 보석의 색상을 인위적으로 변화 가치를 높일 수 있는데 동일 빔 

조건으로 어떤 산업적 부품보다 부가가치를 높인다. 또한 보석가격(특히 다

이아몬드의 가격)은 세계 공통이며 세계시장이 대상이므로 바로 외화획득이 

가능 하며 가속기를 이용한 발색기술의 개발은 기존의 확산 공정에 비해 처

리 공정의 간소, 저 처리 비용, 및 처리 시간의 단축이라는 장점이 있다.

 

(나) 블랙다이아몬드

그림 6은 질소이온을 조사한 후 진공 중 또는 Ar 가스 분위기에서 열

처리 그리고 공기 중에서 열처리를 하 을 때 나타나는 발색 변화를 나타낸

다. 질소이온을 에너지 70keV 이온 량 1x1017/cm2로 조사한 후 600 °C에서 

약 2시간 열처리를 하 다. 질소이온 주입직후는 다이아몬드의 기하적 형상 

때문에 색상이 불균일하게 검게 되어 있다. 이를 진공 중에 열처리를 한 결

과 색상이 균일하고 보다 검은 색이 두드러졌다. 이런 결과는 이온빔 조사

된 다이아몬드를 불활성 가스 분위기에서 하 을 때도 같았으나 공기 중에 

열처리를 하 을 때는 원래 데로 무색투명하게 변하 다. 무색투명하게 변

한 원인은 아직 불분명하나 공기 중 산소완 다이아몬드 표면 C 나 주입된 

질소와의 반응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보다 진하고 균일한 블랙다이아몬드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조건으로 

70 keV로 이온주입을 한 후 진공 중 열처리를 행하 다. 이온주입 조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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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다.

- N2+, 10
17 ions /cm2, No Heating, 

- N2+ ,10
17 ions /cm2, 600°C,  2 hrs, 

-. N2+, 10
17 ions /cm2, No Heating, 

- N2+, 10
17 ions /cm2, 600°C,  2 hrs, 

- N2+, 10
17 ions /cm2, 600°C, 2 hrs, 3 times repeat 

 각각에 대한 발색 효과는 그림 7에 나타내었다. 이 중 N2+, 10
17 ions 

/cm2, 600°C로 2 시간간 열처리를 한 시험편이 가장 좋은 결과를 나타 내었 

다.

<그림-6> 질소이온을 조사한 후 진공중 또는 Ar 가스 분위기에서 열처리 

그리고 공기 중에서 열처리를 하 을 때 나타나는 발색 변화

열처리 후
(600℃ for 2hr) 

in Ar

이온주입 후
( 70 keV, 

1x 1017 ions/cm2 )

탈색 다이아몬드
(N + 이온주입후
600 C 2 hr in air)

-질소이온 주입 후 불 균일한 흑색
-Ar 분위기에서 열처리 했을 때 균일한 흑색
-공기 중에서 열처리했을 때 원래의 색깔로 탈색.

투명 다이아먼드

흑색 다이아의 중앙이 다른 색으로 보이는 것
은 현미경광의 반사 때문임. 육안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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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7> 여러 가지 이온주입 조건으로 조사한 후 진공 중에서 열처리 하

을 때의 블랙 다이아몬드의 발색 변화 

#1

#2

#3

#4

#5

0.057 ct

0.055 ct 0.058 ct

0.114 ct

0.115 ct

0.056 ct

0.052 ct

Color distribution

N2+, 1017 ions /cm2, 600℃ 2 hrs, 
3 times repeat

#5

N2+, 1017 ions /cm2, 600℃ 2 hrs, #4

N2+, 1017 ions /cm2, No Heating, #3

N2+ ,1017 ions /cm2, 600℃ 2 hrs, #2

N2+, 1017 ions /cm2, No Heating, #1

N2+, 1017 ions /cm2, 600℃ 2 hrs, 
3 times repeat

#5

N2+, 1017 ions /cm2, 600℃ 2 hrs, #4

N2+, 1017 ions /cm2, No Heating, #3

N2+ ,1017 ions /cm2, 600℃ 2 hrs, #2

N2+, 1017 ions /cm2, No Heating, #1

Ion Implantation conditions

균 일 한 블 랙 : 최 상 의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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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은 다이아몬드에 주입된 질소의 결합상태를 FTIR로 분석한 

결과이다. 블랙으로 변한 다이아몬드내의 질소의 결합상태는 Type IaAB

로 분류되는데 이의 근거는 다음과같다.

천연다이아몬드와 HPHT 합성 다이아몬드에 존재하는 주된 불순물은 

질소이다. 천연 다이아몬드에는 최대 약 500ppm 정도의 질소 불순물이 존

재하기도 하지만 적외선 분광기에서 질소 성분이 거의 검출이 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전자와 같이 질소가 불순물로 존재하는 경우의 다이아몬드는 

TypeⅠ으로 분류하며 질소 성분이 매우 적거나 거의 존재하지 않는 후자의 

경우는 TypeⅡ로서 분류한다. 

 HPHT 방법으로 단기간에 성장된 대부분의 합성 다이아몬드(약 140

0℃에서 성장)는 약 200ppm 정도의 질소 불순물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 질

소는 치환형 격자로 고립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게 된다(isolated 

substitutional lattice sites). 이렇게 질소 원자가 고립되어 독립적으로 존재

하는 다이아몬드를 TypeⅠb로 분류한다. 고립된 질소 원자를 가지고 있는 

합성 다이아몬드를 높은 온도(1700~2100℃)로 가열을 하게 되면 질소 원자

는 움직이게 되며 A aggregate (nearest neighbour substitutional pairs)의 

형태를 이룬다. Annealing 조건이 약 2400℃ 이상일 경우에는 질소의 일부

가 B aggregate (comprise four nitrogen atoms symmetrically surrounding 

a vacancy)의 형태를 이루기도 한다.

 대부분의 천연 다이아몬드는 A와 B의 aggregate로 질소를 함유하고 

있다. 질소의 대부분이 A aggregate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TypeⅠaA로 표

기하며 적외선 분광기의 1282cm-1에서 강한 흡수 피크로 검출된다. 질소의 

대부분이 B aggregate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TypeⅠaB로 표기하며 적외선 

분광기의 1175cm
-1에서 강한 흡수 피크로 검출된다. A와 B aggregate가 함

께 존재하는 경우에는 TypeⅠaAB로 표기하며 적외선 분광기의 1282cm-1과 

1175cm-1에서 강한 흡수 피크로 동시에 검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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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8> FTIR로 다이아몬드 내에 주입된 질소는 분석한 결과 블랙다이아

몬드는  TypeⅠa AB Diamond로 나타남. 이는 Type IaA 및 Type IaB가 

공존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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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는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 absorption spectra로서 

분석한 결과 그림 7의 이온주입조건 #5에 해당되는 시험편이 육안으로도 가

장 진하게 변한 블랙다이아몬드로 확인 되었듯 가장 빛의 흡수가 많음을 보

여준다. 즉 빛의 투과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그림 10은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로 블랙으로 변한 

다이아몬드내의 질소를 분석한 결과인데 질소의 화학 상태는 C-N 화합물

로 나타난다. 그러나 육안으로도 나타난 탈색된 다이아몬드 내에는 질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발색의 원인이 질소이온 주입임을 알 수 있게 한다.  

그림 11은 발색변화의 원인이 질소가 다이아몬드 내에 위치함으로서 

다이아몬드의 광학적 밴드 구조가 변한 것이 발색의 원인으로 판단하여 밴

드 갭을 도함수이론(density functional theory)으로 계산한 결과이다. 계

산의 결과는 다이아몬드의 밴드 갭은 질소도핑으로 약 25%가량 줄어 듦을 

보여주는데 질소가 전하를 띠지 않은 상태(neutral charge state)로 다이아

몬드의 격자점에 위치 할 경우 전도대 아래 약 1.7eV에 관련 에너지 상태가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는데 이 경우 밴드 갭의 축소는 약 30%가 된다. 이 

결과는 계산과 실험결과가 잘 일치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다른 연구결과보

고에 따르면 질소가 치환 형으로 다이아몬드 격자에 위치하면 노란색 계열

의 색상을 발색함이 보통인데 우리의 결과는 블랙으로 된 것은 달리 연구해

볼 만한 분야이다. 

(다) 질소 이온주입에 의한 사파이어 및 수정 발색

사파이어 및 수정에 질소이온은 70kev 에너지로 여러 가지 이온량 즉  

0.5 x1017/cm2, 1.0 x1017/cm2, 1.5 x1017/cm2, 2.0 x1017/cm2, 으로 주입 하여 

그 발색효과를 조사하 다. 그림 12는 질소이온 주입에 의한 사파이어의 

발색 변화를 나타낸 사진이다. 질소이온주입에 의해 약간 흑갈색 변한 

발색효과를 보여준다. 그림 13은 질소 이온주입에 의해 변한 수정의 발색 

효과를 보여준다. 갈색 계통의 발색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단지 한 가지 이온(질소)를 사용하여 발색효과를 보았는데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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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용 absorption spectra로서 시

험편을 분석한 결과 빛의 투과도가 그림 7의 #5 시험편이 가장 낮게 나타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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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X-ray Photo-electron spectroscopy(XPS)로 블랙으로 변한 다

이아몬드내의 질소를 분석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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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이온 주입직후: 불균일 흑색
비 화 학 양론비 적 C-N 
화합물 형성

(b) 이온주입 후 Ar 분위기
에서 열처리: 균일 흑색, 
화학양론비적(Stoichiometric) 
C-N(C3N4) 화합물 형성

흑화는 탄화로 인함이 아님.

(C) 이온주입 후 공기 중에서
열처리: 색상이 사라지며
질소 또한 검출되지 않음
원인규명이 아직 않됨

XPS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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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발색변화의 원인이 질소가 다이아몬드 내에 위치함으로서 다이

아몬드의 광학적 밴드 구조가 변한 것으로 판단하여 밴드 갭을 도함수이

론(density functional theory)으로 계산한 결과 다이아몬드의 밴드 갭은 질

소도핑으로 약 25%가량 줄어듦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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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2> 질소 이온주입에 의한 사파이어 발색

 

<그림 13> 질소이온주입에 의한 수정의 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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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에 따라 다른 발색을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다른 

조건으로는 같은 보석이라도 다른 원소의 이온을 주입하면 다른 발색 

효과도 나타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표 5은 빔 조사로 불순물을 첨가시켜 발색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보

석의 종류 및 그 특성을 요약 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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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5> Selected Gems and their characteristics 

Gem
C h e m i c a l 

composition 
 Properties Pricing and Valuation

DIAMOND
C(cova l en t ly 

bonded)

-. high luster, extreme 

hardness, single 

reflection

-. S.G.:3.5

-. low dispersion

-.highest thermal 

conductivity

4C's

-. color

-. cut proportions

-. clarity

-. carat weight

PEARL
conchiolin+

CaCO3

Hardness:2.5-4

S.G: 2.66-2.78

UV fluorescence

-.luster

-.shape(spherical preferred)

-.color

-.size

CORUNDU

M

Al2O3

R u b y ( r e d 

corundum)

Sapphire(all 

other color)

Hardness: 9, S.G: 4, 

R.I 1.761-1.799

Birefingence: Low

UV fluorescence

Dispersion: low

-.Carat base acc. to

color, clarity, size

$100,000 -over 

$1,000,000/carat

J A D E 

(JADEITE, 

NEPHRITE

Jadeite(Na rich 

a l u m i n o u s 

pyroxene)

N e p h r i t e ( C a 

rich Ma, iron, 

a l u m i n o u s 

amphibole)

very hard (6-7)

highly intergrown, 

interlocking)

monoclinic

Fibrous crystals

R.I. 1.62-1.66

U.V. fluorescence

-.Color(principle)

-.Color uniformity& match

-.Tanslucency

-.Clarity

-.Brightness

-.weight and size 

TOURMALI

NE

H y d r o u s 

m i n e r a l s 

containing Li, 

Al, B, Si + K, 

Na, Fe, Mg, 

Mn

hardness: 7-7.5

hexagonal

S.G 3.0-3.2

-. pink: 3.03

-. red: 3.05

-. pale green:3.05

-. brown:3.04-3.1

-. dark green: 3.08-3.11

-.blue:3.05-3.11 

-. black: 3.08-3.2

R.I: 1.62-1.64

Birefingence: high

average about 0.018

dispersion: 0.017

-. color (most    expensive: 

pink, red, blue, general: 

green, brown, orange)

-. Depth of color and tone

-.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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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IDOT

(OLIVINE)
[Mg,Fe]2.SiO2

Hardness: 6.5-7

Toughness: fair to good

S.G.:3.3.-3.4

R.I: 1.65 - 1.69

Birefingence: 0.0036

Dispersion: 0.02

UV fluorescence: none

-. flawless

-.good yellow 

green color

 

GARNET

R3M2(SiO2)

R:Ca. Mg, or 

Fe2+

M: Al, Fe3+, or 

Cr

Hardness: 6.5-7.5(reds 

7-7.5)

UV fluorescense: none

anomalous double refraction

Color

비교적 저가

BERYL

Be3Al2Si6O18

+Cr(Emerald)

+Fe(Aquamarin

e)

+Mn(Moganite)

Hardness:7.5- 8

Toughness: fair

S.G: 2.65-2.9

R.I: 1.57-1.59

Birefringence:0.005-0.009

UV fluorescence: none

Carat base acc. 

to

color, clarity, size

-. >5 ct: 

$25000/ct

-. 1-2 ct range: 

     

$1500-4500/ct.

-.0.12-1.5 ct:

   $245/ct.

TOPAZ Al2(F,OH)2SiO2

Hardness:8

S.G: 3.5-3.6

R.I: 1.61-1.64

Birefringence: 0.005-0.009

weak UV fluorescence

Color enhancement with 

Gamma ray, high energy 

electron beam, and neutrons

-Co lo r (B igges t 

selling: blue)

-.Flawless

-.most expensive: 

Red, Intense pink 

or violet, 

$300-1000/ct, in 

1-5ct size

next: evry intense 

o r a n g i s h - r e d , 

$$100-$400/ct. in 

5 ct. $50-200/ct. 

in 1-2 ct. size

ZIRCON ZrSiO2

hardness: 6.5-7.5

S.G: 3.95-4.8

R.I.: 1.92-1.98

Brefringence: 0.04-0.06

Dispersion: 0.039

Some UV fluorescence

Diamond like optical 

property

Color(The most 

proced is

 "electric" blue 

followed by red, 

orange and yel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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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INEL

MgAl2O3

(Fe, Cr, Zn, Mn 

replace Mg or 

Fe)

Similar to ruby or sapphire

Hardness: 8

S.G: 3.58-4.40

R.I.: 1.72

Strong UV fluorescence 

under long wavelength

Color(depth and 

purity) and clarity

Blue: $100-300/ct. 

Red: $500-1500/ct

pink: $100-600/ct

Lavender:$50-350/

ct.

QUARTZ SiO2

Hardness: 8

S.G:2.6-2.65

R.I.: 1.54-1.55

Birefringence: very low

color zoning in some 

varieties

The least 

expensive

of common gem 

materials

$5-40/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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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촉매 TiO2의 실용화 탐색 연구

(가) 개요

이산화티타늄(TiO2)은 루타일(rutile)과 아나타제(anatase)의 두 가지 

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들 각각의 밴드 갭은 3.0 eV 및 3.02 eV로 세라믹 

재료 중에는 비교적 밴드 갭이 작다.  그러므로, 약 400 nm 이하의 파장을 

가진 자외선(Ultra-vilolet rays)을 조사하면 전자가 여기하여 3.02 eV 정도

의 밴드 갭을 갖는 가전자대에서 전도대로 전자가 이동하여 전자-정공쌍

(electron-hole pair)이 형성된다.  정공은 OH-의 전자를 빼앗아 OH 라디칼

(radical)을 만들고, 전자는 수퍼옥사이드(superoxides) O2
-를 형성하게 되어 

강력한 산화 작용을 하게 된다.  이에 대한 반응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빛 에너지를 받아 가전자대의 전자가 전도대로 이동하여 전자-정

공쌍이 새로이 발생한다.

TiO2 + hv = TiO2(e
- + h+)

2. 양전하를 띠는 정공은 주변의 OH-에게서 전자를 빼앗아 반응성이 

매우 큰 OH 라디칼을 만든다.

OH- + h+ =  OH(라디칼)

3. 산소가 존재하는 분위기에서 산소는 매우 효과적으로 전자를 포

획하여 음전하를 띤 수퍼옥사이드 라디칼을 만든다.

O2 + e
- = O2

-

4. 식 3에서 발생한 수퍼옥사이드는 산화제로 작용하기도 하고, 또한 

아래 반응을 통해 OH 라디칼을 만들 수 있다. 

 O2
- + H+ =  HO2

2HO2 = H2O2 + O2

H2O2 + O2
-  = OH + O2 + OH

-

H2O2 + hv = 2 OH(라디칼)

(나) 실험 과정

시럼은 이산화티타늄 박막에 질소이온을 가속 및 주입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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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질소이온이 주입된 이산화티타늄 박막을 열처리하는 단계를 포함한다.

먼저, 질소 이온 주입 단계 이전에, 이산화티타늄(TiO2) 박막을 기판 

위에 유기금속화학기상증착법(Metal Organic Vapor Deposition; MOCVD) 

또는 펄스레이저법(Pulsed Laser Deposition; PLD)을 이용하여   사파이어

(Al2O3) 기판 위에 등축성장 시켰다.  적층 준비된(epi-ready) 사파이어(산

화 알루미늄) 기판은 상용 벤더로부터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이산화티타늄 박막의 증착 조건은 기판으로 사용한 사파이어의 온도

를 400~900℃의 온도로 하 다.  이때, 이산화티타늄 박막의 성장온도가 40

0℃ 미만으로 되면 증착하는 원자나 분자가 가장안정적인 위치로 가게 하는 

활성화 에너지라는 에너지 장벽을 넘어갈 만큼의 충분히 큰 에너지를 흡수

하지 못하여 등축 박막 성장에 유의적이지 못할 뿐 아니라 도가 낮고, 좋

지 않은 전기적․광학적 성질을 띠게 된다.  따라서 400℃ 이상으로 기판의 

성장온도를 증가시켰다.  상기 기판의 성장온도가 증가할수록 박막의 성장

률은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기판온도 증가에 따라 화학 흡

착할 수 있는 활성화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산화티타늄 박막의 

두께를 약 500 nm이 되게 하 다. 이의 이유는 광촉매 반응은 표면에만 국

한 되므로 박막의 두께가 너무 두꺼울 필요가 없으며, 두꺼울수록 박막에 

작용하는 잔류 응력이 커서 박리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며, 또한  박막이 필

요이상으로 두껍다는 것은 공정시간의 증가를 의미 하는 것이므로 바람직하

지 않다. 그러나 박막의 두께가 400 nm 미만 정도로 너무 얇으면 주입된 

이온이 박막 내에  모두 머무르지 않고 일부는 박막을 통과해버릴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 

상기 두께로 조절되어 증착되는 박막에서는 산소가 부족한 TiO2가 

자주 발생하게 되므로 이 경우 산소를 진공증착 용기 내에 분당 

30,000~40,000 μmol의 흐름으로 불어 넣어 1×10-3~ 5 토르(torr)의 진공도, 

바람직하게는 10-3 토르의 진공 분위기에서 증착하여 화학양론비적인 이산

화티타늄이 되게 한다.  

산소의 흐름을 조절하여 계면의 온도를 균일하도록 함으로써 이산화

티타늄의 분포가 균일하게 등축 성장된 박막을 제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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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착시킨 박막을 X-선 회절법(XRD; X-ray Diffraction)으로 분석한 결과, 

이산화티타늄 박막의 표면구조는 그림 14 에서 보이듯 대부분 루타일

(rutile) 상으로 나타났으며, 반가폭(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이 0.29°인 등축성장된 박막으로서 결정입계가 없는 구조를 나타내었다. 

다음으로, 등착성장시킨 이산화티타늄 박막 표면에 질소이온(N+)을 

70 keV 에너지로 이온량 0.5 - 2.0 X 1017/cm2로 주입하여 첨가하 다..

이것은 상기 제조된 이산화티타늄 박막에 적절한 원소를 도핑

(doping)하여 원소를 치환함으로써 밴드 갭을 줄이거나 밴드 구조를 변화시

키면 자외선 보다 에너지가 낮은 가시광선을 받아도 광촉매 작용을 할 수 

있게 되어 효율을 증진시킨다는 원리를 효율적으로 적용한 것이다.  

원소를 치환하는 방법으로는 Pt, Mo, V, Cr, Fe 등의 금속 이온을 

주입하여 이산화티타늄 구성원소의 Ti를 치환하는 방법이 있으나, 본 발명

은 이산화티타늄 중 산소와 크기가 비슷하고 전자수가 하나 적은 질소를 도

핑하여 산소를 치환한 것이다.  이 경우 전자가 하나 부족하게 되어 TiO2의 

밴드구조가 변하게 되는 원리를 적용하여 이의 최적 공정조건을 확립한 것

이다.  이를 적용하기 위해 표면에만 원소를 도핑시키는 이온주입 방법이 

효과적일 수 있다.    

이어서 질소이온이 표면에 주입되어 질소원소가 첨가된 이산화티타

늄 소재 표면을 약 650℃에서 공기 중에서 약 2시간 열처리 하 다. 열처리

를 통해 재료의 결정구조를 루타일(rutile) 구조로 안정시켜 재료의 밴드 구

조를 변화시기 위한 것이엇다.

.  

(다) 연구결과

그림 14는 epi-ready 된 사파이어 기판위에 성장시킨 TiO2의 박막을 X-ray 

diffraction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박막은 등축 성장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가폭이 0.29° 정도인 우수한 등축성장 박막임을 보여준다. 그림 15는 도

함수론(DFT; Density Functional Theory)을 사용하여 아나타제(anatase) 상

의 TiO2에 질소를 첨가하 을 경우의 밴드 갭을 계산하 더니 약 20%의 

밴드 갭이 줄어들었고, 탄소를 첨가하 을 경우는 2.39eV에서 0.88 eV 로 

줄어들었다 (상세 계산 내역 부록 3 참조).  탄소의 경우는 장파장의 가시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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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을 받아도 전자-정공쌍은 형성될 수 있으나, 너무 쉽게 재결합을 하게 되

므로 광촉매 기능을 거의 할 수 없다. 따라서 질소보다 탄소를 첨가하면 밴

드 갭을 더 줄일 수 있다.  그러나 밴드 갭이 너무 크게 줄면 빛의 흡수로 

전자는 쉽게 여기되는 반면, 그 만큼 재결합도 쉽게 이루어져 광촉매 기능

이 저하될 수 있다.  결국, 질소를 첨가하는 경우의 장점은 재결합이 잘 되

지 않으면서 가시광선에서도 감응하게 하기 위함이다.

그림 16은 70 keV 에너지의 질소 이온을 이온량 0.5-1.0 x1017/cm2 로 등축 

성장된 이산화티타늄 박막에 주입한 후 열처리 한 시편과 이온주입 하지않

은 시험편에 대해 빛의 흡수성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로 광흡수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온 주입 전에는 약 400nm 이상의 파장에서만 흡

수가 일어났으나, 1x1017/cm2 로 이온주입 후 열처리한 경우 파장 500nm 이

상의 빛에서도 흡수가 발생하 다.  이는 이산화티타늄의 밴드 갭이 줄어들

었음을 의미하며, 빛의 흡수가 일어나는 파장을 100 nm 이상 향상시켜 가

시광선 역에서도 광촉매 효과가 있음을 나타낸다.  이온주입 전 TiO2 박

막이 400nm 이상의 파장에서만 빛의 흡수가 발생하 다는 사실은 TiO2 박

막이 거의 화학양론비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17은 이온 주입 전․후의 이산화티타늄 박막 표면에 물방울을 

올려놓고 실내등을 비추어 시간에 따른 물의 접촉각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

다.  그림 17(a)는 물의 접촉각 변화를 측면에서 관찰한 사진이고, 그림

17(b)는 접촉각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이온주입 후 물의 접촉각이 이

온주입 전에 비해 현격히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이온 주입 결과 

친수성이 매우 향상된 이산화티타늄의 표면 성질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친수성의 향상은 광촉매 반응에 의하여 물을 퍼지게 하는 표면을 만

들어 오염의 부착이 어렵고, 부착하여도 빗물 등으로 간단히 씻겨 흘려내려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라) 연구결과의 효과

본 발명에 따른 광촉매 이산화티타늄 박막은 이온주입방법을 이용하여 

이산화티타늄 박막 표면의 안정된 위치에 적절한 원소를 도핑하고 열처리하

여 재료의 결정구조가 안정적이고 재료의 밴드 갭을 줄이거나 밴드 구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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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14> epi-ready 된 사파이어 기판위에 성장시킨 TiO2의 박막을 

X-ray diffraction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 박막은 등축 성장되었으며(a) 뿐만 

아니라 반가 폭이 0.29° 정도인 우수한 등축성장 박막임을 보여준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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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5> 도함수론(DFT; Density Functional Theory)을 사용하여 아나

타제(anatase) 상의 TiO2에 질소를 첨가하 을 경우의 밴드 갭을 계산한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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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70 keV 에너지의 질소 이온을 이온량 0.5-1.0 x1017/cm2 로 등

축 성장된 이산화티타늄 박막에 주입한 후 열처리 한 시편과 이온주입 하지 

않은 시험편에 대해 빛의 흡수성을 자외선-가시광선 분광기로 광흡수 분석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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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7> 이온 주입 전․후의 이산화티타늄 박막 표면에 물방울을 올려놓

고 실내등을 비추어 시간에 따른 물의 접촉각 변화를 관찰한 결과이다.  그

림 17(a)는 물의 접촉각 변화를 측면에서 관찰한 사진이고, 그림17(b)는 접

촉각 변화를 측정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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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시킴에 의하여 광흡수성의 변화를 유발하여 자외선뿐만 아니라 가

시광선 역에서도 우수한 광촉매 효율이 향상되었다.  또한, 이온주입량에 

따라 빛의 흡수가 더 긴 파장대로 이동할 수 있고, 물의 접촉각 변화 실험

에서 알 수 있듯이 친수성이 매우 향상된 이산화티타늄 박막을 얻을 수 있

었다.  이는 화학양론비적인 단결정 이산화티타늄 박막의 성장, 질소이온주

입공정의 조절 및 열처리 조건의 최적화로 광촉매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결

과이다.  더욱이, 본 발명에 따른 이산화티타늄이 광촉매기능을 하면, 수질 

정화, 김서림 방지, 방오, 대기오염정화, 초 친수성, 암 치료,  물 분해 후 수

소 생산 등 여러 가지 기능을 하게 된다는 보고가 있는데 본 발명은 이러한 

적용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3) 지뢰탐지 위한 C13 표적계 이온 빔 조사손상 연구

(가) 개요

연구개발의 목표는 1.75MeV, 10mA  양성자 빔 조사시 9.17 MeV 감

마선 발생을 위해 C13 박막이 코팅된 표적계를  설계 및 제작하는 과정에

서 C13 분말을 전자빔 증착 방법으로 박막을 증착하기 위한 C13 압분체

(pellet)을 제작하고 박막을 증착한 후 열처리를 통해 계면 반응을 유발 계

면을 강화시키는 공정을 개발하고 이온빔을 조사하여 박막의 내구성을 점

검하는 것 이었다. 

(나)  계념 설계: 재료선정 및 제조 공정개발

① C13 박막 두께계산 

양성자 빔은 C13 표적에 조사되어 침투함에 따라 에너지를 잃어 가게

된다(1.85 MeV 빔에 대해 dE/dx = 약 30 keV/μm). 빔에너지의 

uncertainty가 약 ± 2% 정도 이므로 1.82 MeV 빔이 C13 박막 표면에 조

사 될때, 약 2.7μm 깊이에서 에너지는 1.74 MeV 이하로 떨어져 질소 탐지

에 필요한 특정 감마선이 발생되지 않게 된다. 따라서 C13 박막의 두께는 

최소 3μm 이상으로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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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Interlayer 설계

C13박막을 Cu 기판에 증착할 경우 Cu의 높은 열전도율로 인해 냉각효과

는 좋다. 그러나 C13 층을 통과한 감마선의 에너지가 1.74 MeV 이하이긴 

하나 Cu에 도달하면 (p,γ) 반응에 의해 C13에서 발생하는 9.17 Mev 감마

선과 에너지가 비슷한 noise 감마선이 발생하여 탐지효율을 저하할 가능

성이 크며 또한 C와 Cu는 화학 반응 성이 없어서 접합이 어렵다. 이 두 

가지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Cu에서 발생할 감마선을 효과적으로 차단하

면서 C와 화학적으로 반응이 쉽게되어 C13박막과의 접합이 잘되는 

interlayer 재료로 Ta을 선정하 다. Ta은 C와 TaC 또는 Ta2C를 상온에

서도 쉽게 형성한다. 또한 Ta은 Cu와는 달리 H와 반응하여 Ta2H 화합물

을 형성하므로 H 가스 거품이 발생하지 않아 표적 계가 부풀어오르는 단

점도 해소한다. 양성자 빔이 에너지 1.75 MeV로 Ta 통과시 에너지 감소

율은 dE/dx = 201 keV/μm 으로 계산되며 이는 Ta에 6 μm 통과후 에너

지는 0 MeV에 도달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Ta 두께는  6μm이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6μm이상의 막은 박막공정의 특성 상 제조가 대단

히 어려워 약 250μm 두께의 Ta sheet 재료를 사용하여 Cu 기판에 Ag 계

통의 filler재를 사용 brazing으로 접합하고 그 위에 C13을 증착하는 방법

을 사용하여 표적계를 구성하는 것으로 최종 결정하 다. 표적계의 개념

을 보이는 단면도는 그림 18과 같다. 그림에 나타나는 두께는 실제 와는 

다른 설계상의 적정 두께를 의미한다.

③ 열응력에 견디는 접합력을 갖기 위한 계면형성 공정 개발 

C13과 Ta은 열팽창계수가 다르므로 증착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열로 인해 

박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증착 후 충분히 증착 용기 내에서 냉각하여 

꺼내야하며, 또한 3μm 이상의 박막은 상대적으로 매우 두꺼워 강한 접합

을 얻기 위해서는 계면반응을 통해 적정 두께의 Ta carbide 계면을 형성

해야한다. 그러나, 증착 만으로는 그런 계면이 형성될 수 없으므로 증착 

후 열처리가 필요하게된다. 계면 형성 열처리 중에도 두 재료간의 다른 

열팽창계수로 인해 계면이 형성되기도 전에  박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저온부터 점차 온도를 높여 박리가 발생하기 전에 계면에서의 확산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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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8 >. 1.75 MeV 양성자 조사시 9.17 MeV 특성 감마선 발생 효율

을 고려한 C13 표적계 단면도

해 반응을 유도하는 열처리 공정 개발이 필요하게 된다.

④ C13 박막의 조사손상 예측: C13 표면에 양성자 빔이 조사되면 스퍼터링 

및 박막내부에 결함이 발생하여 사용시간과 함께 감마선 발생 효율이 떨어

지게 된다. 이는 표적 계의 사용 수명과 직접 관련되므로 실제 조사 실험을 

통해 수명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본 연구과제에서 이온빔을 조사하여 단 

시간 내에 조사 손상의 형태와 정도를 점검하 다.

⑤  C13 박막증착

Ta 와 C 이 서로 잘 반응하게 하기 위하여 증착 전 이온 충돌로  Ta 

sheet 표면의 청정 및 산화 층 제거가 필요하며 계면 반응 촉진 및 막의 치

성 향상 위해 Ion Beam Assisted Deposition(IBAD) 방법의 사용이 효과

적이다. C13은 대단히 비싸므로 증착 표적재료의 손실을 줄이기 위해 비교

적 소량으로도 큰 면적 증착이 가능한 전자빔 증착 장치가 필요하다. 그림  

19는 이온빔 보조 전자빔 증착 장치의 공정 개념도 이다. 전자빔 발생 장치 

및 이온빔 발생장치가 한 용기내에 설치되어 있다. 본 공정에 적용된 증착 

Cu 기판

Ta- 10µ이상

13 C-4 µm 박막증착

Interlayer: 
Brazing



- 58 -

조건은 다음과 같다.

-. 기판온도: 120oC

     -. 빔 전류: 350 mA

     -. 출력: 14-15 kW

     -. 증착 속도: 약 0.5 A/sec

-. 박막두께: 0.25. 0.5, 1, 4 μm 

<그림-19> 이온빔 보조 전자빔 증착 공정 개념도. C13 압분체가 crucible 

내에 위치하게 된다.

(다) C13 분말 압분: 

 압분체 제조 방법은 Iso-prophylen alcohl로 희석한 페놀수지 적정량을  

Io
n 

gu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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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3분말과 혼합하여 적절히 건조후 2 ton press로 압분하고 850 oC에서1 

시간가량 sintering 하 다 (그림 20). 수지의 첨가량은 10%정도이나 건조 

후 약 5%가 휘발되며 소결 후 다시 잔여수지의 50%가 휘발하여 최종 수지 

함량은 2% 이하 다. 이는 감마선 발생 효율면에서는 그리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압분체 제조에 있어 주의해야할 점은 수지 첨가율을 최

소화하여야 하며 소결도중 진공의 유지가 필수 적이며, Ar 이나 N  가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로내에 가스유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사전에 가스 용량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러한 주의가 지켜지지 않을 경우 C는 O 와 쉽게 반응

하여 CO2를 생성 분말의 손실이 대단히 크게 된다. 또한 소결을 하지 않은 

압분체를 증착 표적으로 사용하면 수지가 분말사이를 채우므로 전기 전도도

가 떨어져 전자빔 조사 시 charging에 의해 아크가 발생하며 증착 자체가 

되지 않았다.

<그림-20> C13 압분체. Iso-prophylen alcohl로 희석한 페놀수지 적정량을  

C13분말과 혼합하여 적절히 건조후 2 ton press로 압분하고 850 
oC에서1 

시간가량 sintering 하여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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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박막 증착 후 열처리:

계면 반응을 도모하기 위해 박막 증착 중 열처리도 가능하나 이는 증

착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가 있으므로 증착 후 열처리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

다. 최적 열처리 조건을 확립하기 위해 값싼 C12 박막을 Ta에 증착하 고 

작업진공도 10-6 torr 에서 다음과 같은 열처리를 실시하 다

1 차: 1) 0.5μm : 300 oC, 1 h, 공냉

             2) 0.25μm,  1μm: 400 oC, 1 h, 공냉 

             3) 3 μm: 400 oC, 1 h, 공냉

       

 2차: 4μm 박막에 대해

      1) 200oC 1 h + 300oC1h+500oC1h    

             2) 200oC 2 h + 400oC1/2h+500oC1/2h   

             3) 200oC 2 h + 500oC1h  

             4) 400
oC 2 h

(마). 열처리 실험 결과

박막 증착 후 바로 증착 용기로부터 방출하 을 경우 대기에 노출과 

동시에 박리가 발생하 다. 증착 후 용기 내에서 약 2시간가량 유지 후 방

출하 을 경우 박리가 없었다. 이 실험결과는 진공 중에서는 대류로 인한 

열전달이 없어 냉각은 전도에만 의존하므로 충분히 긴 시간동안 용기 내에

서 유지 한 후 방출하여야 급작스런 냉각으로 인한 박리를 방지할 수 있다

는 것을 말해준다. 이렇게 하여 제조된 박막에 대해 계면 형성 열처리를 실

시하 다.  막 두께가 0.25 μm 일때는 400 oC 에서 박리가 미미하게 발생하

으나, 1 μm 일 때는 극심한 박리가 발생하 다 이는 박막의 두께가 증가

할수록 재료 고유의 특성을 지니려하기 때문이다. 0.5 μm 두께 막은 300 oC

에서 열처리 시 박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21). 이 실험의 결과는 

막이 두꺼울 수록 저온에서 어느 정도 열처리하여 TaC 계면이 어느 두께이

상 형성하게 한 후 점차 온도를 높이는 열처리 공정이 필요함을 알려 주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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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 C 박막/Ta의 일차 열처리 결과. 200 oC이하의 저온에서의 열처

리 과정을 거치지 않아 박리가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다. 그 다음 두께 약 3μm의 막을 증착한 후 위의 열처리조건과 같이 저온

부터 단계적으로 열처리를 수행한 결과 박리 현상은 현저히 감소하 다. 온

도 약 200 
oC에서 1- 2 시간, 300 oC에서 1-2시간 열처리를 한 후 실제냉각

계통 가동시의 표적 표면 온도보다 높은 500 oC에서 1시간 동안  열처리를 

했을 때  박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그림 22). 이는 열응력으로 인해 박

리가 발생하기 이 전에 계면에 Ta carbides가 형성되어 그 온도에서 발생

하는 열응력을 충분히 극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라. Auger electron spectroscopy 분석

열처리 후 Auger depth profiling 기법을 사용하여 C 박막과 Ta 계면에서 

원소의 농도를 분석하 다. 열처리 전에는 계면은 원리적으로 그러하듯 매

우 급격히 변했으나,  400 oC에서 1 h동안 열처리 결과 계면에 약 0.1μm 두

께의 Ta-C 층의 형성이 확인되었다(그림 23). 단, 이 경우는 박리가 발생하

지 않은 시편에 관한 것으로 박리가 생긴 시편은 계면이 형성되지 않은 것

으로 간주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 다. 300 oC, 1 h의 경우 두께는 작으나 

역시 Ta-C형성이 확인되었다. 

  

0.25 μm, 400 oC 1h, 공냉 1 μm, 400 oC, 1h, 공냉 0.5 μm, , 300 oC, 1 h, 공냉



- 62 -

<그림-22> C 박막/Ta의 2차 열처리 결과 바로 400oC에서 열처리한 것은 

박리가 발생하나 200oC에서 1-2시간 열처리하고 300 oC에서 열처리를 한 

후 열처리 온도를 높인 경우 박리가 전혀 발생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그림-23> 증착 후 열처리한 시편의 C 및 Ta 원소 depth profile. 계면에

서 원소 분포가 급격하지 않음은 상호 확산에 연유한 것으로 사료되며, 계

면에 산소가 존재함은 이 열처리가 대기에서 행해졌기 때문에 산소의 확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200oC 1h+ 300oC 1h
+500oC 1h

200oC 2h+ 400oC 1/2h
+ 500oC 1/2h

200oC 2h 
+ 500oC 1h

400oC 2h

C 박막/Ta 계면에서의 원소 profile

Sputtering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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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이온빔 조사 실험 결과 

  빔 조사 손상을 예측하기 위해 양성자 빔 대신 70keV 에너지, 5.0 X 

1017/cm2 의 Ar 이온빔을 사용하 다. 그림 24는 이온주입 전과 후의 C13 

박막의 육안적 변화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기타 관찰된 변화는 다음과 같다.

- 박막의 박리는 없다.

- 박막의 면이 보다 거칠어 졌으나 재료의 유실은 두드러지지 않다.

- 색상의 변화가 있다. (흑색--> Grey-Black)

- 보다 brittle 해졌다

  

     (a) 이온주입 전   (b) 이온주입 후

<그림-24> Ta sheet에 증착된 C13 박막을 열처리 한 후 이온 빔으로 조사 

한 후의 입체현미경으로 관찰 한 표면 변화. (a) 이온주입 전 (b) 이온주입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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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결론

70keV 에너지, 5.0 X 1017/cm2 의 Ar 이온빔을 시용하여도 박막의 유

실이나 박리가 발생하지 않음은 박막 증착 공정 및 열처리 공정이 적절히 

수행 되었음을 의미한다. 향 후 이 실험은 양성자 빔 조사에 의한 조사 손

상 연구가 더 필요하며 감마선 발생의 변화가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지에 주안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양성자 적용 분야 검토 결과 및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가) 양성자-조사 용도

1970년대 이후로 양성자 가속기로부터 나온 양성자를 의료용, 재료용, 

반도체용, 등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고에너지 양성자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원자를 다른 원자로 전환

시키기도 하고, 재료의 화학적․기계적 결정 구조를 바꾸기도 하며, 결함 층

을 생성하기도 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분야에 그 

용도를 확립하고 실용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 방사성 치료(의료)

▶ 방사능 추적기(의료․화공)

▶ 재료 변환(신기능 재료)

▶ 표면 가공(재질의 성능 개선)

▶ 결함 층 형성(전력 반도체 소자의 성능 향상)

▶ 기타 재질의 가공

   본 기술 조사에서는 특허 기술을 중심으로 그 용도를 조사하 으

며, 특히, 미국 특허를 중심으로 대표적인 양성자-조사의 용도에 대한 사례

를 하나씩 들어 정리․요약하 다. 일본이나 유럽 특허도 조사하 으나 건

수가 미국에 비하여 미미하고 또, 대부분 미국에도 출원되어 있으므로 미국 

특허를 기준으로 조사․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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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료 변환 또는 표면 가공 

   - 특허등록번호: US RE37,537(등록일: 2002.02.05)

   - 제목: Method and apparatus for altering material

   - 보유 기관: Sandia Corp. USA

   -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재료의 근표면(subsurface) 특성을 

열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온 빔, 전자 빔, X-선과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그러한 기술의 획기적인 기대는 대부분 

달성되지 못하 다. 특히, 근표면 특성을 열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레이저를 

사용한 것은 단지 제한적인 상업적 성공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 문제의 원

인은 1) 처리 면적당 높은 비용, 2) 금속 내에서 짧은 증착 깊이(< 50 nm), 

3)금속 표면의 높은 반사율, 4) 광 흡수의 큰 편차, 5) 낮은 출력에 기인하

여 주사(scan)의 필요성, 등이다.

한편, 이온 빔의 문제점으로는 1) 처리 면적당 높은 비용, 2) 많은 횟

수의 펄스(30∼500 ns)를 생성하기 어려운 점, 3) 낮은 반복율(< 1 Hz), 4) 

낮은 평균 출력, 5) 단일의 선택 가능한 이온 종의 균일한 이온 빔을 신뢰

성 있게 생산하기 어려운 점, 등이다.

상기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으로 고에너지 이온 빔을 장시간에 걸친 동

작 사이클로 반복하여 생성하는 장치로서, 고온 어닐링과 급속 열 식힘이 

가능하여 복잡한 표면 합금, 상이한 재료의 액상 혼합, 비정질, 무질서한 결

정질(disordered crystalline), 나노 결정상(nano-crystalline phase)을 만들 

수 있다. 기타 응용으로서 폴리머의 식각과 교차-결합(cross-linking), 세라

믹 표면의 광택, 봉, 솔벤트를 사용하지 않고서 표면 세척, 연마와 세정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건식 공정,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판에 박막을 용접하

는 새로운 기술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림 25 참조) 이 를 달성하기 위한 

이온 빔 생성기는 두 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에너지, 펄스의 

출력 시스템과 이온 빔 소스인데, 양쪽은 높은 반복율의 능력이 있으며 또

한 연장된 동작 수명을 갖는다. 첫 번째 부품은 콤팩트, 전기적으로 효율적

이고 반복적인 펄스를 내고, 자기적으로 스위치되고, 109 펄스 동작 사이클

의 능력이 있는 펄스 출력 시스템이다. 출력 시스템은 120 Hz의 펄스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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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에서 60 ns에서 펄스당 2.5 kJ의 에너지까지 전달하면서 연속적으로 동작

할 수 있다. 출력 시스템은 0.25∼2.5 MeV의 이온 빔 에너지로 30∼500 ns 

기간의 펄스 출력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출력 시스템은 50 % 전기 

효율로 동작할 수 있다.

Metal layer

Cooling substrate

Ion beam

Depth of
penetration

Alternator Magnetic switch
Pulse compressor

Motor

Ion beam

LIVA

Linear
Inductive
Voltage
Adder

(1)

(2)

<그림-25> 표면 가공을 위한 이온(양성자) 조사(1) 및 이온 발생기 장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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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 가공 (물질 변환)

  - 특허등록번호: US 4,822,451(등록일: 1989.04.18)

  - 제목: Process for surface modification of semicrystalline 

        polymers

  - 보유 기관: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 USA

  -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폴리머 표면의 열화에 미치는 화학선 

방사(actinic radiation)의 효과가 장기간 연구된 바가 있다. 특히, 반도체의 

사진식각용으로서 UV(∼220 nm) 방사의 폴리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

되었다. 한편, 폴리머성 콘택트 렌즈를 83∼133.5 nm 방사를 갖는 스파크 

방전에 노출시키면 렌즈의 축축함과 착성이 개선된다는 것이 US 

3,978,341에서 제시된 바가 있다. 이후 KrF, ArF 엑시머 레이저가 개발되면

서 폴리머, 폴리이미드나 PET(Poly - Ethylene - Terephalate)의 광분해

(phto-decomposition 또는 photo-ablation) 또는 결합 끊기(bonding 

breaking)를 이용한 미세 형상 제작에 기여하 다. 그러나, 광분해(광증발) 

되지 않고서 표면 근처에 비정질화 된 층을 형성하는 것을 필요로 하는 용

도가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반결정 폴리머 상에 비정질화 된 표면 층

을 형성하는 공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낮아진 광학 반사율, 증대된 광학 투

과율, 증대된 도포 점착력, 증대된 자동 점착력, 노래지지 않은(열화되지 않

은) 표면, 결이 없는(증발되지 않은) 표면과 다른 폴리머를 전자 빔 합체

(grafting) 하는 데 증각된 능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증발과 비정질화는 

방사 조건(조사된 펄스의 개수와 펄스당 에너지 도

(fluence-mJ/cm2/pulse)에 따라 결정이 된다.

광증발은 표면이 아세톤에 아주 잘 용해되도록 하는 반면에, 가급적 

의사-비정질(quasi-noncrystalline) 표면은 아세톤에 용해되지 않는다. 표면 

비정질화 된 층의 두께는 최소 5 nm, 바람직한 최대는 60 nm이다.

방사능 추적기

- 특허등록번호: US 4,707,322(등록일: 1987.11.17)

- 제목: Beryllium-7 labeled carbon particles and method for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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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기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USA

-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방사능추적기(radiotracer)로서 중성자-

활성화 된 석탄(coal) 또는 유사한 탄소를 포함하는 재료는 고체 석탄이 아

니라 오히려 석탄 내의 불순물에 의하여 생성된 사용 가능한 방사능 핵을 

포함할 것이다. 불순물 양에만 기반을 둔 여러 조성의 방사능 핵은 균일한 

고성능 방사능추적기에 대한 요구 사항을 만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므

로 중성자-활성화는 순수한 탄소로부터 방사능추적기를 만드는 데는 실용

적이지 못하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카본 블랙(carbon black) 내에 양성자

를 조사함으로써 양성자 핵 반응에 의하여 격자 내에 Be-7 방사능추적기를 

생성한다. Be-7은 53 일의 반감기를 가지며 478 keV 감마선을 방출한다. 

양성자를 50 MeV 이상의 에너지로 50 ㎂에서 2 주 동안 조사하면 11 μ

Ci/mg의 카본이 형성되고, 포화되면 약 100 μCi/mg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공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타겟 재료는 약 27 nm 입자 

직경을 갖는 순수한 카본 블랙이다. 3 g의 분말을 알루미늄 박판 포장에 부

은 다음 스텐인리스 스틸 디스크 캡슐에 부어넣는다. 양성자-조사는 

BLIP(Brookhaven Linac Isotope Producer)에서 입사 에너지 191 MeV와 68 

MeV로 4 일과 16 일 사이에 가변 기간 동안 수행된다. 조사가 끝난 후 타

겟은 잘라서 개봉되고 카본은 pH 1.4 HCl 용액에 부어넣고 카본을 분리하

기 위하여 원심 분리된다. 이런 방법으로 카본이 물에 두 번 세척되고 합체

된 상청액(supernatant)은 시금된다. 끝으로 카본은 Tween 80 용액에서 심

하게 휘저어 분산된다.

재료 변환(신기능 재료)

   - 특허등록번호: US 4,106,982(등록일: 1978.08.15)

   - 제목: Production of carrier-free H11CN

   - 보유 기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USA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H11CN은 혈액 체적 측정(blood 

volume measurement)과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의학적 용도를 갖는 것으

로 밝혀졌다. 이 물질은 반동 공정(recoil process)에 의하여 싸이클로트론 

타겟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과 아울러 합성하는 방법이 최근에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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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합성 방법은 까다롭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상당량의 불활성 매개

체를 포함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직접 반동 공정은 최적의 조건 하

에서도 생산된 C-11의 50 % 미만이 사용된다. 이 공정은 CN의 파괴를 막

기 위하여 낮은 조사적량(dose) 수준에서 N2와 H2를 양성자-조사에 노출시

킴으로써 H11CN을 직접 생산하 다. 그러나 수율이 비교적 낮고 공정이 비

효율적이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N2와 H2 혼합을 비교적 높은 조사적량

의 양성자-조사에 노출시킨 다음 타겟에서 조사의 결과로 존재하는 NH3와 

반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용할 만한 기간 내에 H11CN을 생산하게 되

어 이것을 방사능 추적 물질이나 합성 중간체로서 이용할 수 있다. 양성자

의 에너지는 4 MeV에서 28 MeV이며, 방출물인 NH3, CH4와 추적자인 

11CO2와 11CO를 생성하게 되고, 방출물에서 11CO2를 끄집어낸 다음 방출

물에서 11CH4와 NH3를 반응시켜 H11CN과 수소를 생성하게 된다. 과잉 

NH3는 마지막 반응 후에 화학적으로 제거되며, 그 후에도 남은 NH3와 타

겟 가스는 진공 배출에 의하여 제거되어 염(salt)으로서 매개체가 없는 

H11CN이 남게 된다.

결함 층 형성(전자 소자 성능 개선)

   - 특허등록번호: US 4,681,983(등록일: 1987.07.21)

   - 제목: Semiconductor solar cells

   - 보유 기관: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se, USA

   -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인공위성에 실려 있는 PN 접합 태

양 전지에 전자, 양성자, 알파 입자, 더 무거운 핵을 포함하는 고에너지 핵 

입자들이 입사하면, 간극(interstitial)이나 공극(vacancy)과 같은 1차 결함들

을 형성한다. 이러한 1차 결함들은 매우 유동적이어서 격자를 통하여 이동

하여 서로, 또는 불순물 원자들 또는 이미 존재하는 결함과 결합하여 더 큰, 

안정적인 2차 결함들을 형성한다. 격자 내의 2차 결함들은 특히 전자나 정

공을 포획하기 쉬우므로, 빛에 의하여 PN 접합에서 생성된 전자와 정공들

을 전극까지 이동하는 데 방해하여 결국 전지 효율이 떨어진다. 이에대한 

해결책은 PN 접합과 다소 떨어진 데에 게더링 구역(gettering zone)을 만들

어 1차 결함들이 그 쪽으로 이동하여 포획되어 그 곳에서 포획된 2차 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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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형성되게 함으로써 PN 접합의 인접한 곳에 2차 결함들이 생성되는 것

을 감소시킨다. 게더링 구역은 침전-다수 층(precipitate-rich layer)으로서 

Si 기판에는 산소를 다량 포함하는 층이다. 한편, 양성자-조사를 함으로써 

기판 내에 게더링 구역을 형성할 수도 있다. 격자 손상을 일으키는 양성자

의 에너지가 0.1 MeV이면 1 ㎛의 깊이에 침투하고, 4 MeV이면 약 100 ㎛

의 깊이로 침투한다 (그림-26 참조). 저준위의 손상은 산소의 침전을 위한 

핵의 구역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고준위의 손상은 격자 결함 게더링 구역으로 

작용한다.

상기와 같은 용도 외에도 많은 용도가 현재 개발되고 있다. 모든 전문

가들이 추천하는 미래의 주요 기술 중의 하나가 신물질임을 감안할 때 양성

자-조사에 의한 신물질 개발은 그 연구개발의 가치가 지대하다 할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는 양성자-조사를 반도체, 특히 전력 소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기술 조사를 진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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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6> 양성자-조사에 의하여 가공된 방사능추적기 소자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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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전력 소자의 시장 조사

   양성자-조사를 전력 반도체의 고속화에 이용하려는 기술은 70년대

에 이미 제안된 바 있다. 양성자-조사를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는 제 

3 절에서 언급할 예정이지만 소수 캐리어가 소자의 주된 전류로서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 싸이리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그리고 

IGBT(Insulated-Gate Bipolar Transistor), 등이다. 따라서 이들 소자들의 

세계 시장을 살펴봄으로써 전력 반도체 분야에 가능한 양성자-조사의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전력 소자는 개별 소자로 분류되어 있다. 개별 소

자에는 다이오드, 소신호 트랜지스터, 파워 트랜지스터, 정류 소자, 싸이리스

터, 등이 있다. 

   파워 트랜지스터에는 파워 MOSFET, 파워 바이폴라, IGBT가 있

다. 여기서는 본 과제의 대상이 되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시장 현황 및 향

후 동향에 대하여 조사․분석해보기로 한다.

 ① WSTS 자료에 기초한 전력 소자 시장의 조사․분석

     전력 반도체의 정의에 따라 시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개별 소자의 분류 중에서 다이오드와 소신호 트랜지스터를 제외하면 

모두 전력 반도체로 간주할 수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을 조사함으로써 전력 반도체 시장의 중요성을 살펴보기로 한

다.

     <그림-27>은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의 

자료7)에 따른 반도체 소자 전체와 개별 소자 전체의 세계 시장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력 소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 소자의 시장은 반도체 

전체 시장과 거의 동일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80년대를 포함한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의 년간 성장률은 타 산업보다 훨씬 높은 7 %를 보이

는데, 전력 반도체의 성장률도 이와 같다. 일반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3 %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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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7> 반도체 소자 체와 개별 소자(전력 소자)의 시장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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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7에 나타내었듯이, 세계 개별 소자 시장은 세계 반도체 전체 

시장의 약 8 %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0년대 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IC

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하여 전체 반도체에 대한 전력 소자의 비율이 상대적

으로 낮았을 뿐, 전력 소자의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다. 최근에 에

너지 소비의 합리화, 시스템의 고성능화 추구에 힘입어 반도체 전체에 대한 

전력 소자의 비율은 7.5 %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통적으로 전력 반도체는 다른 부품과 함께 전력 변환, 모터 제어, 증폭 및 

스위치 등에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인터넷 산업을 기반으로 한 네트워킹, 통신 및 자동차 시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전력 반도체의 제품별 수요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인터넷을 기반으

로 하는 통신 장비, 일반 PC, 가전 제품 외에도 OA/HA/산업/수송/우주/군

사용의 전력 변환 장치, 전원 공급 장치 등의 핵심 부품으로서 채용이 확대

되는 바, 특히 기존의 GTO, 싸이리스터 등의 성장이 둔화되는 반면, 세트의 

고효율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력 트랜지스터, 특히 IGBT와 IPM(Intelligent 

Power Module) 시장의 성장이 가속화 되고 있다.

향후 5년간 7%의 성장이 예상되는 전력 소자 시장에서 싸이리스터나 

다이오드는 5∼6% 성장이 예상되는 반면, 전력 트랜지스터(바이폴라, 

MOSFET, IGBT)는 7∼8%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다. 싸이리스터의 성장세

의 둔화는 동작 주파수가 100 Hz에 불과하다는 소자의 느린 동작 속도에 

기인한다. 싸이리스터와 다이오드는 생산량 자체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가가 더 급속히 떨어져서 시장 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그림 29)

전력용 트랜지스터와 MOSFET를 결합한 IGBT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

터, 세탁기, 냉장고, 펌프, 전자레인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2000

년 현재(2001년에는 세계 경기의 불황으로 인하여 반도체 전체 및 IGBT 시

장이 전년도에 비하여 줄어들었음) 12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

데, 이것은 이미 전력 MOSFET의 10년전 매출을 이미 따라잡은 것이다. 특

히,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전력 소모를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

전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IGBT와 IPM의 시장 성장이 눈에 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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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반도체 소자 전체에 대한 개별 소자(전력 소자)의 시장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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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도 개별소자의 시장 구성

Diode: 2608 

SS Trs: 3587 

Power Trs: 7131 

Rectifier: 2506 

Thyristor: 826 

Others : 265 

2001년도 개별소자의 시장 구성

Diode: 1622

SS Trs: 2222

Power Trs: 5827 

Rectifier: 1738

Thyristor: 665 

Others : 168

Mitsubishi: 39.7 

Infineon: 16.7 

Fuji: 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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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 3.9 

Hitachi: 3.9 

Motorola: 3.0 

On: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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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GBT 세계 시장에서 각 제조회사의 시장 점유율 (2001년도)

<그림-30> 2000년과 2001년도의 개별소자별 시장 규모 및 IGBT 세계 시

장에서 각 제조회사의 시장 점유율 (2001년도).



- 77 -

늘고 있다. 전력 변환용 스윗칭 소자 기술은 산업체계의 고 품질화 및 고 

신뢰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산업기기, 민생기기, 정보관련 장비, 수송, 

우주, 및 군사용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저소음화의 관점에서 산업기기 및 민생용 기기를 중심으로 

인버터 제어가 확대되면서 전력용 반도체 업체들은 IGBT 시장의 성장 잠

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정전 전원 장치(UPS) 분야에서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IGBT의 수요가 보다 큰 비율로 늘 것으로 기

대된다. 기존의 SCR 방식이나 입력부에 액티브 파워 필터를 부가하기보다

는 All-IGBT 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세계 IGBT 시장은 미쯔비시, 

도시바 등의 일본 업체들이 IGBT 모듈과 IPM 사업 부분을 빠르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모델의 신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으며, 지멘스, 

세미크론, 유펙, 파워렉스 등도 IGBT 모듈을 비롯, 다양한 정격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IGBT 시장이 유

럽 및 미국 벤더들의 약진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01년도에 일본 벤

더들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자국 내에서도 후지를 제외한 모든 일본 업체

들의 점유율이 2000년도보다 낮아졌다. 이는 IR, 모토롤라, 인피니언, 온세미

컨덕터, 등 여타 벤더들이 선전한 결과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되

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의 현지 생산이 더해져 동남아시아의 시장 성장

율은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페어차일드 코리아도 IGBT

를 주력 제품의 하나로서 검토하고 있다.

전력 MOSFET 역시 근래 들어 불어닥친 통신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5% 이상의 안정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의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전력 

MOSFET 시장은 IR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Vishay, 도시

바, 페어차일드, 온세미컨덕터, STM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IGB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등 동남아시아의 시장 성장률이 10% 이상이 될 것

으로 예상된다.

     그림-31에 보인 바와 같이 개별 소자의 시장 증가율에서 아시아

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전력 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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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1> 개별소자의 지역별 증가율 

체 시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의 전통적인 다이오드와 싸이리스

터로부터 고부가가치의 전력 트랜지스터, 특히 고성능 IGBT의 개발로 전환

하여 팽창하는 시장을 놓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1970년대에 전력용 MOSFET가 개발된 이후 전력 스위치는 중전압 이

하 (200V 이하), 고속의 스윗칭이 요구되는 범위에서는 MOSFET가, 중·고

압에서 대량의 전류 도통이 요구되는 범위에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나 싸

이리스터, GTO 등이 사용되어 왔다.

1980년대에 개발된 IGBT는 출력 특성면에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이상의 전류 능력을 지니고 있고, 입력 특성면에서는 MOSFET와 같은 게

이트 구동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IGBT는 MOSFET와 바이폴라 트랜지

스터의 대체 소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용 시스템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응용 범위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IGBT는 매우 동적이고 많

은 경쟁사를 불러들이고 있다. 만일 IGBT의 동작 속도가 더욱 향상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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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SFET 역인 고속 전력 시스템 용도뿐 아니라 전력 소자 시장을 확대

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②  국내 전력 반도체 기업 현황

국내 전력 반도체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는 데는 국내 언론, 특히 전자

신문에 게재되었던 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 다.

국내의 전력 반도체 생산 기업은 페어차일드 코리아(Fairchild Korea)

와 한국전자(KEC)의 2개로 볼 수 있다. 그 외 공급업체까지 포함하면 IR 

코리아, 온세미컨덕터,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세미웰 반도체, 화인썬트로

닉스, 등을 들 수 있다.

페어차일드 코리아는 전력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스윗

치 - 모드 전력 공급기(SPS: Switch - mode Power Supply), MOSFET(Q 

- FET: Quality - improved MOSFET), 게이트 절연 양극 트랜지스터

(IGBT), SIPTR(Semi - Insulating Polysilicon Transistor), 모터 IC의 5개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월 8억개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전자

나 광전자에 비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비율이 훨씬 높다. 2002년도에 

5000억원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한국전자(KEC)는 다이오드를 위주로 하는 개별 반도체의 생산에 주력

하고 있다. 해외 공장까지 포함하여 월 8억개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총매출은 5000천억원 정도이며, 이중 전력 반도체는 약 10%를 넘는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력 MOSFET의 개발도 고려하고 있다.

광전자는 개별 소자(SMD) 위주의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고, 월 3억개 

수준이다. 전력 반도체의 생산을 준비하고 있으나 실리콘이 아닌 화합물 계

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 코리아는 초소형 패키지 제품인 플립-펫(Flip-FET)을 위주로 국내 

시장에 참여하고 있다. 매출은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세미웰 반도체는 전력 소자 설계 전문 업체로서 전력 MOSFET를 주

력으로 하고 있다. 전력 손실의 주원인이 되는 Rds(on) 특성을 낮춘 전력 

MOSFET를 수탁 생산을 통하여 공급하며, 이는 안정기 및 인버터 회로에 

응용할 수 있다. 또한, 스윗칭 손실을 최소화한 MOSFET도 개발하여 노트

북의 VRM(Voltage Regulated Module), 리튬-이온 배터리 팩의 로딩 스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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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 LCD 백라이트 컨트롤러용 DC-DC 컨버터, 등에 응용이 가능하다.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정류기와 안정기용 전력소자 위주로 국내 시장

에 참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로는 페어차일드 코리아와 한국전자

의 두 개로 봐도 무방하며, 둘 중 페어차일드 코리아가 압도적이다. 현재 각 

회사의 생산 시설을 기준으로 하면, 페어차일드 코리아와 한국전자 모두 다

이오드, 싸이리스터, 전력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생산이 가능하며, IGBT는 

MOS 공정이 가능한 페어차일드 코리아가 생산이 가능하다.

③ 바람직한 양성자-조사 적용 소자

양성자 조사를 전력 반도체에 적용하려면 소수 캐리어 전류가 주전류

(main current)가 되는 소자라야 한다. 이 기준에 만족하는 것은 <그림

-33>(성능별 용도를 나타냄)에 보인 바와 같이 다이오드, 바이폴라 트랜지

스터,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 GTO(Gate Turn-Off thyristor), 트

라이액(triac), IGBT, MCT(MOS Controlled Thyristor) 등이다. 앞서 언급

하 듯이 이 중 가장 시장이 크고 성장율이 높은 것이 IGBT이다. 따라서 

양성자 조사 기술을 IGBT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될 

것이다.

IGBT는 게이트 산화막 구역을 포함하는데, 이 구역에 조사하는 것은 

산화막을 열화시키기 때문에 앞면 주입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스

크를 사용하여 이 구역을 가리든지 아니면 웨이퍼 뒷면에서 양성자-조사하

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IGBT 외 다이오드, 싸이리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등은 웨이퍼 앞면 또는 후면으로부터 아랫쪽 PN 접합 근처에 

사정거리(range 혹은 양성자의 최대 분포 깊이)가 닿도록 에너지를 조절하

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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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2> 여러 전력 소자의 특성 및 용도의 비교

(다) 양성자 빔 적용 특허 기술 조사

① 개요

1970년대 이후 양성자 가속기로부터 나온 양성자를 의료용, 재료용, 반

도체용, 등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고에너지의 양성자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원자를 다른 원자로 전

환시키기도 하고, 재료의 화학적·기계적 결정 구조를 바꾸기도 하며, 결함 

층을 생성하기도 한다. 또한, 양성자-조사는 전자-조사에 비하여 탄도 거리

(range)가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구역에 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데 

유용하다. 이러한 성질을 전력 반도체에 적용하여 결함 층을 형성하고 이 

결함 층이 재결합 센터로 작용하여 캐리어 수명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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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전력 소자의 turn-off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70년대부터 개발되었다.

70년대 초반에는 기존의 중금속 확산이나 전자-조사 기법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갈수록 양성자-조사 기법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고 

최근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에서 4.5 kV HVIGBT에 적용하기에 이르

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양성자-조사 기법이 고 전력 소자의 고속화

에 주력이 될 것으로 판단이 된다.

양성자-조사를 전력 반도체 소자에 응용하는 목적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음극 쪽 베이스 역의 캐리어 수명의 감소에 의한 소자의 turn-off 

시간 단축

▶게이트 turn-on 전압(VT)의 제어력 향상

▶쇄도(breakover: 싸이리스터 등에 순방향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 

어떤 전압에서 전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turn-on 되는 시점)전압이나 전류

의 제어력 향상

▶역방향 항복 전압 및 전류의 제어력 향상

▶기타 소자 특성의 개선

② 특허기술 조사 결과

본 용역에서는 특허 기술을 중심으로 그 개발 추세를 조사하 으며, 

개발 동향에 관한 통계 처리를 위하여 WIPS(World Intellectual Property 

Search)를 이용하여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특허로 등록된 특허들을 대

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특허 기술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양성자-조사와 

관련하여 유럽과 일본 특허도 검색하 는데, 유럽은 4∼5건 밖에 되지 않았

고 그것도 모두 미국에 특허 등록되어 있었다. 일본 특허들도 동일한 내용

이 대부분 미국에 특허 등록되어 있어 미국 특허 등록 건을 조사의 기준으

로 하 다.

우리나라는 아직 양성자-조사의 반도체 응용과 관련한 특허가 한 건

도 발견되지 않았다. 전자 빔, 중성자 빔이나 이온 빔 조사 경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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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조사 결과 미국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조사(irradiation) 관련 특

허는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50개 정도인데, 그 중에는 전자 빔, 양성자 빔

이나 이온 빔을 공통으로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년도별 등록 건수에서 이

런 경우는 기술별 빈도(fluence)의 통계 처리에서 각 기술별로 0.5건으로 계

상하 다.

     초기에는 전자 빔 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록되었으나 해가 갈

수록 양성자-조사 관련 특허 건수가 증가하 다. 또한, 캐리어 수명 뿐만 

아니라 ON 전압의 제어, ON 전류의 제어, 항복 전압의 제어, 등에도 조사 

기법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ON-특성과 캐리어 수명의 최적 trade-off를 위

하여 마스크를 이용하여 국부적인 구역에만 조사하는 기법이 보편화되고 있

는 추세이다.

     <그림-33>은 조사 기법별 년도에 따른 미국 특허 등록 건수를 

나타낸 것이다.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된 70년대 말에는 전자-조사를 

필두로 조사 관련 특허가 많이 등록되었고 80년대 초반에는 다소 침체기를 

거친 뒤 90년대 들어 다시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또한,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최근에는 양성자-조사 기법이 다른 기법

보다 더 중요한 이슈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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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3> 조사 기법별 년도에 따른 미국 특허 등록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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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특허기술 사례

다음에는 조사된 특허기술 중 주요한 4개를 예로 들어 특허 기술의 추

세를 살펴보기로 한다.

 특허 : US4,056,408 (등록일 : 1977.11.01)

- 제목 : Reducing the switching time of semiconductor devices by 

nuclear irradiation

- 보유기관 : Westinghouse Electric Corp., USA

- 기존 문제점

 스위칭 소자의 turn-off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중금속 확산을 이용하

는 기존의 방법 대신에 전자-빔이나 양성자 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

되었다. 그러나 turn-off 시간이나 역회복 시간을 줄이면 순방향 전압 강하

가 증가하므로 trade-off가 불가피하다. 어닐링을 수행하면 이 문제를 완화

할 수는 있으나 공정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trade-off는 여전히 필요하게 

된다. 이에 대한 해결책은 Soviet Physics-Semiconductors 1, 346(1967)에 

Y. V. Bugakov와 T. I. Kolomenskaya가 양성자 조사에 의한 실리콘에서 

결함 생성의 성질의 연구결과가 있다. 이 방법에 의한 결함 생성은 실리콘 

속에 입자의 침투의 끝단 가까운 비교적 좁은 역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 

기술은 어떤 반도체 소자의 스윗칭 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굉장한 장점을 활

용하지는 못하 다. 최대 결함 생성의 깊이가 소자의 PN 접합 가까이, 바람

직하게는 차단 PN 접합에 인접한 보다 높은 불순물 농도의 불순물 역

(즉, 규정 차단 전압 인가시 생성되는 공핍층의 바깥에 PN 접합이 위치)에 

위치하도록 조사 에너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조사에 의하여 소자의 

ON-전압이나 누설 전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PN 접합의 깊이에 따라 양성자나 α-입자 에너지는 달라지며 조사적

량은 양성자의 경우 1×1010∼5×1011 /cm2으로, α-입자의 경우 1×109∼

5×1010 /cm2으로 한다. 적용되는 소자는 PN 다이오드, NPN 트랜지스터, 

싸이리스터, 트라이액(triac), 역전도 싸이리스터(reverse conducting 

thyristor), 역스윗칭 정류기(reverse switching rectifier), 등이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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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4> 이온 조사를 pn 다이오드에 적용(a). 이온 조사를 npn 트랜지스

터에 적용(b)

특허 : US4,278,475 (등록일 : 1981.07.14) ※US4,056,408

- 제목: Forming of contoured irradiated regions in materials such 

as semiconductor bodies by nuclear radiation

- 보유기관 : Westinghouse Electric, USA

- 기존 문제점: 반도체에 핵 입자로 조사하여 결함 층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두께, 조사적량, 조사적량 구배(dosage gradient), 선택된 표

면으로부터 원하는 거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 설정된 위치마다 핵 입자를 

조사적량과 에너지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반도체에 조사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은 마스크(mask)와 설정된 윤곽을 갖는 빔 수정기(beam 

modifier) 사이를 기 결정된 양상(predetermined pattern)으로 움직여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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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원하는 조사적량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그림 35).

특허 : US4,987,087 (등록일 : 1991.01.22)

-제목: Process for manufacturing a thyristor with proton irradiation

- 보유기관 : Siemens, Germany

- 기존 문제점:  쇄도 전압(breakover voltage)을 예측 가능한 값으로 

만들기 위하여 일정 베이스 역의 저항을 낮추거나 두께를 얇게 하거나 반

도체 가장자리에 경사를 주는 방법 등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방법은 

때때로 수율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이에 대한 해결방법은 이미 만들어진 싸이리스터 시편의 일부 면적에 

양성자 등의 이온-조사에 의하여 결함 층을 만드는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

로는 p와 n-베이스의 계면과 n-베이스 두께의 중간 깊이의 사이에 결함 

도의 최대가 놓이도록 양성자 에너지와 조사적량을 조절(에너지: 2∼6 

MeV, 조사적량: 1011∼1013 cm-2, 만일 200㎛의 깊이를 원한다면 5 MeV)

하고 250∼350 ℃에서 2 시간 동안 열처리를 시행한다. 결함 층의 두께는 

이온-주입 깊이(range of ion-bombardment)의 약 10% 정도이다. 결함 층

이 있는 역(A)에서는 결함 층이 없는 역(B)보다 전계세기 기울기가 더 

크므로 기결정된 항복전계 세기에 보다 빨리 다다르게 된다(그림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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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5> 마스크를 이용하여 최적 위치에 양성자-조사를 조사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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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6> 적정 위치에 양성자-조사함에 의한 적정 쇄도-전압의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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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 US5,510,274 (등록일 : 1996.04.23)

- 제목 : Method of controlling a carrier lifetime in a semiconductor 

switching device

- 보유기관 : Mitsubishi Denki

- 기존 문제점; SI(Static Induction) 싸이리스터의 turn-off 시간, 즉 

캐리어 수명을 줄이기 위하여 전자-조사를 시행하면 모든 역에 균일하게 

전자-조사에 의한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SI 싸이리스터의 순방향 전압이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ON 상태에서 전력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발열에 의

한 소자의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ON시 캐리어가 결함에 의하여 흐름

이 방해를 받으므로 turn-on 시간이 증가한다. 또, OFF 상태에서 특히 게

이트(P+)와 반도체(N_) 사이에 누설전류가 증가하고 이는 주항복 전압

(main breakdown voltage)의 감소를 야기한다. IGBT의 경우에도 게이트 

산화막을 포함하는 채널 역에 결함이 존재함으로써 전기적 특성의 불안정

을 야기한다. 어닐링(annealing) 과정을 거치더라도 결함의 도를 낮추는 

효과를 보일 뿐, 결함이 균일하게 존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해결책으로 캐리어가 흘러가는 역에는 결함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배

제되도록 마스크를 사용하여 전자-조사를 차폐한다는 것이다. 전자기 렌즈

를 사용하여 소스로부터 방출된 하전 입자를 회절시켜 원하는 반도체 역

에 선택적으로 주입한다. 마스크를 이동시키거나 조사 빔의 에너지와 방사

적량을 조절하여 원하는 역과 결함 프로파일을 얻는다 (그림 36).

상기 서술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초에 캐리어 수명을 줄

여 전력 반도체 소자의 turn-off 시간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자의 동작 속

도를 높이기 위하여 제안된 양성자-조사 기법이 소개된 이후, 양성자-조사

의 조건, 적용되는 소자, 바람직한 조사 구역과 이를 위한 마스킹 기법의 순

서로 발전되어 왔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양성자-조사를 전력 반

도체 소자에 적용하기를 제안할 수 있겠다.

▶양성자-조사를 다이오드, 싸이리스터, IGBT 계열의 전력 반도체 소

자에 적용.

▶마스크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구역에만 양성자-조사가 이루어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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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7> 마스크 또는 전자식 렌즈를 사용한 양성자의 국부적 조사.한다

▶웨이퍼의 뒷면으로부터도 양성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장치

한다.

▶최적화된 양성자-조사는 그림 38에 나타내었듯이, ON 저항의 증가

를 최소화하고, 소수 캐리어의 재결합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결함 구역을 배치한다. 결함 구역 사이의 간격은 소수 캐리어의 확산 거리 

정도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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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38> 양성자-조사의 전력 소자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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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모델개발 

가. 연구 추진 과정

  본 연구는 아래와 같은 연구추진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문헌

고찰

및

벤치

마킹

산업화 유형

사례연구

산업화 과정

산업화 성패요인

산업화 모델 및
촉진 방안

Manual 
작성지침

문헌

고찰

및

벤치

마킹

산업화 유형

사례연구

산업화 과정

산업화 성패요인

산업화 모델 및
촉진 방안

Manual 
작성지침

  먼저 기존의 연구결과 및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산업화 유형을 도출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제 사례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개별 

기업을 선정하여 사례 인터뷰를 실시하여, 앞서 도출하 던 산업화 유형과 

함께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과정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성패 요인을 

탐색하 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업적 성공 확률을 높이는 산업화 

모델을 확정하고 해당 모델로의 산업화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

련하고 그에 따른 매뉴얼 작성 지침을 마련하 다.

나. 연구 추진내용

(1) 산업화 사례연구

(가) 사례선정기준 및 조사항목

① 선정기준: 양성자기본공학기술 관련분야의 산업화 사례

② 사례연구 조사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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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화 동기 및 과정  

․산업화 동기 및 주체, 핵심 역할자 

․산업화 단계별 과정  

-　산업화 성공/실패요인 

․성공요인/ 실패요인 

․시사점 

- 사례결과 종합분석

(나) 사례연구 분석틀

- 아래 그림과 같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상업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석틀 구축

- 사례연구 분석틀에 따라 조사사항 확인

    ․ 각기 다른 프로젝트 계약 유형을 사례 연구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를 파악하고 각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연구기획
(프로젝트계약)

기술개발/이전
(프로젝트수행)

산업화
(프로젝트마무리)

• 프로젝트로인한성과
• 지적재산권관리
• 시장진입전략

• 참여기업과의협력방안탐색

• 참여기업개요
• 기술및시장개요
• 프로젝트계약과정
• 프로젝트계약내용

• 의사소통통로확보
• 기술개발과정

연구기획
(프로젝트계약)

기술개발/이전
(프로젝트수행)

산업화
(프로젝트마무리)

• 프로젝트로인한성과
• 지적재산권관리
• 시장진입전략

• 참여기업과의협력방안탐색

• 참여기업개요
• 기술및시장개요
• 프로젝트계약과정
• 프로젝트계약내용

• 의사소통통로확보
• 기술개발과정

사례기업의 예를 표 6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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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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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6> 사례기업 개요

(2) 사례연구 분석

(가) 산업화 동기 및 주체, 핵심 역할자 

① 주로 공정기술 및 이온빔을 활용한 분야에서 산업화 추진

② 산업화 동기 및 사업 추진내용은 다양한 형태가 공존

   ㉮ 중소기업 vs 대기업, 시장주도 vs 기술주도, 기술개발 및 이전 

vs 기술실시계약

   ㉯ 연구원 창업을 통한 산업화 사례는 부재

(나) 프로젝트 문제점

① 산업화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전략의 부재

②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한 산업화 추진 비용

③ 상호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

④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확보 미비

⑤ 참여기업 및 국가 정책의 산업화 인프라 부족

⑥ 기술개발 이외 산업화 지원부서의 미비

(다) 산업화 성공/실패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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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술확보 이외 문제에 대한 사업성 검증 필요

② 산업화 추진 및 관리 부서의 존재 여부

③ 기술향상 결과가 상업적 불확실성 제거로 연결될 전략필요

④ 정부 정책과 연관하여 산업화 전략 수립

⑤ 산업화 능력을 보유한 참여 기업의 선정

(라) 결론

① 전략적 마인드에 입각하여 산업화 전과정을 아우르는 전략수립

② 산업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및 사업단 지원 체계 구축

③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홍보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의 배양

나. 산업화 모델 개발 및 산업화 촉진방안

(1) 산업화 유형 및 발전 단계 제시

양성자 가속기 관련 기술의 사업화는 시간을 두고 그림 39과 같은  단

계로 나누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성자가속기입사기술을이용한
기존공정기술발전(입사기술활용)

제1단계: Process Improvement

타산업에광전자등을이용한새로운
공정기술개발

제2단계: Process Innovation

양성자가속기를이용한제품기술발전
(의료기기등)

제3단계: Product Innovation

양성자가속기입사기술을이용한
기존공정기술발전(입사기술활용)

제1단계: Process Improvement

타산업에광전자등을이용한새로운
공정기술개발

제2단계: Process Innovation

양성자가속기를이용한제품기술발전
(의료기기등)

제3단계: Product Innovation

                    <그림-39> 사업화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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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현재는 1단계에 머물고 있고 향후 2단계, 3단계로 발전이 기대됨

(나) 당장 제품기술이 없는 연구원들로 창업을 직접 시도하기 힘듦

(다) 1단계에서는 오히려 기술이전 중심이 되며 R&D홍보 등에 신경

써야 함

(2) 산업화 모델 개발

(가) 기술이전형

표 7 에 사례기업에 따라 라이센싱 모델, 기술용역모델, 공동개발모델

로 나누어 요약한다.

(나) 연구원 창업형

① SRI의 Technology Venture Model  등을 중심으로 창업지원 시스

템의 세부 운 시스템을 제시함

② 연구원 창업은 표 8에 요약하는 다음 3가지 방법이 가능할 것으로, 

각 모델별 업무추진 Process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인 프로

세스를 제시함

(3) 산업화  모델의  성패요인

산업화 과정의 성패요인은 Market-pull 및 Technology-push 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표 9와 같이 전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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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성 e-sis, 삼성전자㈜ 에이빔사례기업

용역비

+ 로열티(계약에 의한)
용역비로얄티

연구소의
수입

공동 개발
기반기술 보유,

특정분야 적용연구

특허기술 보유, 

라이센싱 계약

연구소의
역할

연구소와 참여기업이 공

동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실용화

연구소가 기업 등의 연구

용역을 받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기업이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실용화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

술을 기업에 라이센싱하

고 참여기업에서 실용화
개념

공동개발 모델기술용역 모델라이센싱 모델

-하성 e-sis, 삼성전자㈜ 에이빔사례기업

용역비

+ 로열티(계약에 의한)
용역비로얄티

연구소의
수입

공동 개발
기반기술 보유,

특정분야 적용연구

특허기술 보유, 

라이센싱 계약

연구소의
역할

연구소와 참여기업이 공

동개발한 기술을 기업이

실용화

연구소가 기업 등의 연구

용역을 받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기업이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실용화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기

술을 기업에 라이센싱하

고 참여기업에서 실용화
개념

공동개발 모델기술용역 모델라이센싱 모델

     <표-7> 연구소에서 기업으로 기술이전 형태

SRI의Technology Venture 

Model
ETRI 의창업지원모델

3M, 현대자동차의

Venture Plaza Program

Bench 

Model

연구소 퇴직연구소 퇴직연구소소속
연구원
신분

적극적소극적적극적
연구소

관여정도

연구소의벤처 프로그램에

의해연구원이 창업하고, 

연구소는일정지분을 가지

고, 제반창업지원 제공

연구원이퇴직하여 창

업하며, 연구소에서는

기술실시권부여

연구소내에서 연구원이

일정기간창업준비를 할

수있도록 지원
개념

연구원Spin-out연구원Spin-off사내벤처

SRI의Technology Venture 

Model
ETRI 의창업지원모델

3M, 현대자동차의

Venture Plaza Program

Bench 

Model

연구소 퇴직연구소 퇴직연구소소속
연구원
신분

적극적소극적적극적
연구소

관여정도

연구소의벤처 프로그램에

의해연구원이 창업하고, 

연구소는일정지분을 가지

고, 제반창업지원 제공

연구원이퇴직하여 창

업하며, 연구소에서는

기술실시권부여

연구소내에서 연구원이

일정기간창업준비를 할

수있도록 지원
개념

연구원Spin-out연구원Spin-off사내벤처

  <표-8> 연구원 창업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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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연구소지원체제,  ②연구소의산업화Process, ③연구소조직문화전반적인성패요인

-기술의상대적잇점(기존기술대비성능)

-파트너의마케팅능력

-연구팀의기술이전노력및사업화연구

-개발기술의시장성

-기업의사업전략및사업역량/자원능력

-연구팀의역량

/경험

-연구팀의열성및

시장마인드

-기술의적

용성및

파급성

성패

요인

산업화단계

(파트너선정, 시장검증& 산업화)

R&D 단계

(연구개발)

아이디어

창출단계
과정

Technology

Push

Process

-참여기업의마케팅능력

-참여기업의기술능력

-연구팀의사후기술지원

-연구팀의역량/경험

-연구팀의열성및시장

마인드

-참여기업과의의사소통

-시장수요의크기

-시장성장성

-기술의혁신성및성능

성패

요인

산업화단계

(시장검증& 사업화)

R&D 단계

(문제해결)

아이디어창출단계

(아이디어도출& 구체화)
과정

Market

Pull

Process

①연구소지원체제,  ②연구소의산업화Process, ③연구소조직문화전반적인성패요인

-기술의상대적잇점(기존기술대비성능)

-파트너의마케팅능력

-연구팀의기술이전노력및사업화연구

-개발기술의시장성

-기업의사업전략및사업역량/자원능력

-연구팀의역량

/경험

-연구팀의열성및

시장마인드

-기술의적

용성및

파급성

성패

요인

산업화단계

(파트너선정, 시장검증& 산업화)

R&D 단계

(연구개발)

아이디어

창출단계
과정

Technology

Push

Process

-참여기업의마케팅능력

-참여기업의기술능력

-연구팀의사후기술지원

-연구팀의역량/경험

-연구팀의열성및시장

마인드

-참여기업과의의사소통

-시장수요의크기

-시장성장성

-기술의혁신성및성능

성패

요인

산업화단계

(시장검증& 사업화)

R&D 단계

(문제해결)

아이디어창출단계

(아이디어도출& 구체화)
과정

Market

Pull

Process

 

              <표-9> 산업화 모델의 성패요인

(4) 산업화  과정  제시 

(가) 기술 이전형

그림 40에 보인 바와 같이 라이센싱 모델, 기술용역 모델, 공동개발 모

델로 나누어 요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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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된 기술의 특
허 출원 및 획득

A. 라이센싱 모델

• 라이센싱 할 기업
의 탐색 침 발굴

• 라이센싱 계약
체결

• 라이센싱 사후
관리 및 지원

• 기술역량/보유기술에 대한
홍보, 기술적용가능 산업 및
용역의뢰 가능기업 탐색

B. 기술용역 모델

• 연구 과제
계약 체결

• 수행 연구
과제 관리

• 연구과제
결과 이전

• 기술역량/보유기술에 대한
홍보, 기술적용가능산업 및
공동연구 가능기업 탐색

C. 공동개발 모델

• 라이센싱 할 기
업의 탐색 및 발
굴

• 라이센싱
게약 체결

• 라이센싱 사후
관리 및 지원

• 개발된 기술의 특
허 출원 및 획득

A. 라이센싱 모델

• 라이센싱 할 기업
의 탐색 침 발굴

• 라이센싱 계약
체결

• 라이센싱 사후
관리 및 지원

• 기술역량/보유기술에 대한
홍보, 기술적용가능 산업 및
용역의뢰 가능기업 탐색

B. 기술용역 모델

• 연구 과제
계약 체결

• 수행 연구
과제 관리

• 연구과제
결과 이전

• 기술역량/보유기술에 대한
홍보, 기술적용가능산업 및
공동연구 가능기업 탐색

C. 공동개발 모델

• 라이센싱 할 기
업의 탐색 및 발
굴

• 라이센싱
게약 체결

• 라이센싱 사후
관리 및 지원

               <그림-40> 기술이전형의 산업화과정

(나) 연구원 창업형

연구원 창업형의 변화과정은 그림 41에 나타내었다.

•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D. 사내벤처 모델

• 사내기업가 선정
및 벤처팀의 구성

• 사내벤처
팀 운영

• 결과 평가 및 사내벤
처 종결 (Spin-off 또
는 연구소 복귀) 

•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E. 연구원 Spin-off 모델

• 창업희망 연구원 퇴직 및
연구소와의 기술계약 체
결(유상, 무상)

• Spin-off 기
업 사후지원
및 관리

• 성과 평가

•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F. 연구원 Spin-out 모델

• 창업희망 연구원의
퇴직 및 연구소와의
기술 벤처 프로그램
계약 체결

• Spin-out 기업
지원 및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

• 성과 평가 및 수확
(상장, M&A 등으
로 인한 수입

•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D. 사내벤처 모델

• 사내기업가 선정
및 벤처팀의 구성

• 사내벤처
팀 운영

• 결과 평가 및 사내벤
처 종결 (Spin-off 또
는 연구소 복귀) 

•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E. 연구원 Spin-off 모델

• 창업희망 연구원 퇴직 및
연구소와의 기술계약 체
결(유상, 무상)

• Spin-off 기
업 사후지원
및 관리

• 성과 평가

•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F. 연구원 Spin-out 모델

• 창업희망 연구원의
퇴직 및 연구소와의
기술 벤처 프로그램
계약 체결

• Spin-out 기업
지원 및 의사결
정과정에 참여

• 성과 평가 및 수확
(상장, M&A 등으
로 인한 수입

           

            <그림-41> 연구원 창업형의 산업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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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화  모델  제시 

산업화 모델은 그림 42와 같이 10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산업화 모델의 과정별 세부활동(메뉴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Step 1 :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체계적 축적/관리  

① 기술 체계도 작성

- 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술의 체계적 분류 및 관리

- 기술체계도 형태: Tree type, Network type, Chain type 등

② 기술 DB 구축 및 Document 작성

- 보유 또는 개발중인 기술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 할 수 잇는 형

태의 DB 구축

 - 수집정보의 정 성이나 보고양식, 자료수집 빈도 등을 가능한 한 

표준화하여 축적/활용의 용이성을 높임일 수 있도록 DB or Document 의 

양식 작성

③ 보유 또는 개발 기술 관리 컴퓨터 시스템 개발

- 필요 정보를 명확히 하여, 관리 및 수집할 정보의 내용과 범위를 장

단기관점에서 설정하여 시스템을 설계

④ 기술관리/축적 담당 인원 확보

- 기술관리 및 축적의 책임을 분명히 하되, 가능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책임자를 맡도록 함

- Technical gate keeper 의 활용

(연락자, 정보원, 아이디어 판매자, 아이디어 촉진자, 아이디어 지원자)

(나) Step 2: 기술 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기술홍보

① 홍보전략 수립 및 기술 적용대상 파악

- 고객정보의 활용

․ MAP (Manufacturer Active Paradigm) 

․ CAP (Customer Active Paradigm)

- 시장/경제/기술정보의 종합, 산업화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의견교환

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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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  아이디어  형성과정에서는  외부정보가  중요하고,  기술적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내부의  기술역량이  중요

② 전문가 서베이

 - Delphi 기법 활용

③ 기술 홍보물 발간

 - 자체 산업화 성과 및 보유/개발 중인 기술 홍보물의 정기적 발간 

및 web site 운

④ 기술 홍보 행사 마련

- 기술이전거래소, 박람회, 사업설명회 등 활용

보유또는
개발중인
기술의
체계적

축적/관리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탐색
및기술홍보

사업성및
파급효과

분석을통한
사업기획

협력기업
선정및
연구계약

사업단주도의
산업화

기술개발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연구수행)

확보기술
특허출원

라이센싱
계약체결

및
연구결과

이전

사후관리
및

사업화
지원

성과분석
및

축적
/관리

② ④ ⑥

③ ⑤

⑦ ⑧ ⑨ ⑩

①

R&D R&D 사업계획사업계획 R&D R&D 수행수행 사업화사업화및및사후관리사후관리

보유또는
개발중인
기술의
체계적

축적/관리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탐색
및기술홍보

사업성및
파급효과

분석을통한
사업기획

협력기업
선정및
연구계약

사업단주도의
산업화

기술개발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연구수행)

확보기술
특허출원

라이센싱
계약체결

및
연구결과

이전

사후관리
및

사업화
지원

성과분석
및

축적
/관리

② ④ ⑥

③ ⑤

⑦ ⑧ ⑨ ⑩

①

R&D R&D 사업계획사업계획 R&D R&D 수행수행 사업화사업화및및사후관리사후관리

              <그림-42> R&D성과 산업화 종합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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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tep 3: 사업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 기획

① 기술가치 평가

-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경쟁접근법 등 활용

② 기술파급효과 분석

- 향후 기술 발전 예측

․직관적 방법, 분석적 방법, 모형적 방법, 실험적 방법, 당위적 방법 

등 활용

 - 향후 수요 예측

③ 사업기획

- 해당기술의 산업 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정리

- 예상 사업 결과의 도출

- 경쟁사 분석

④ 시장 조사 및 산업화 경제성 평가

- 전반적인 산업환경의 변화 추이 파악

- 기술 및 시장의 특성 및 변화 추이 파악

- 기술개발시의 제반 기업 내부/외부, 사회전반에 관한 향도 파악

(라) Step 4: 협력기업 선정 및 연구계약

 ① 협력기업 선정기준 확립

- 기존에 유사 기술 혹은 제품 개발에 대한 경험의 유무

- 개발기술의 기술거래 능력 정도

- 협력기업의 연구 추진 능력

- 사업비 책정, 제품화 기간의 적정 정도

② 협력기업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산업화 기업의 건전성 및 기술 경쟁력 고려

③ 연구계약 package/Checklist 구성

 - 연구비, 기간, 사후관리, 참여범위 등의 종합적 연구계약 기준 마련

④ 참여연구원 역할 분담 기준 마련

- 참여 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담 기준 확보



- 102 -

(마) Step 5: 사업단의 산업화 기술개발

① 산업화 기술 기획 및 개발 관리

- 연구 초기에 철저한 연구 기획을 수행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의 확정

․구체적인 연구 수행방법 제시

․소요 연구개발예산 및 인력규모의 정확한 추정

 - 사업단 연구진의 기술개발 활동

․진행과제 관리

․Project Teamwork 강화

․기술개발 노력 강화

② 중간평가 실시

 -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진도 

및 비용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

- 가망이 없어 보이는 연구과제를 중단

③ 산업화 기술개발 완성

- 기술 개발 이후 성능의 확인 및 이를 통한 활용방안 제시

(바) Step 6: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연구수행)

① PL의 역할 및 과제 관리

- 성과 (목표) 관리, 진도 (시간) 관리,  예산 (비용) 관리

② 연구수행 및 관리

 - Gantt Chart, PERT/CPM, WBS등 활용

 - 3C 중요 : Communic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③ 상호 의사소통 채널 확보

- Lead User 확보

 ④ 연구 결과 분석/관리 시스템 확보

- R&D생산성 평가의 양대 접근법 활용: 정량적 평가 vs. 정성적 평가

 - 연구개발 생산성 평가 시 피 평가자인 연구자들의 평가에 대한 반

응　에 대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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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Step 7: 확보기술 및 특허출원

① 특허 청구범위 결정

 - 특허 출원 기술의 범위 결정

- 특허 출원 소유권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한 규정 마련

 - Patent Map 활용

② 특허 출원

- 특허 관련 전문가 활용

③ 특허 관리

- 출원 특허의 특성별 분류/관리

․분야별, 산업화 가능성별, 기술의 난이도별 등

④ 기술 Know-how 관리

(아) Step 8: 라이센싱 계약체결 및 연구결과 이전

① 라이센싱 계약 wjsfir

- 해당 기술 및 적용 제품에 대한 공동 마케팅 전략 수립

- 대덕밸리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움 활용 전략 수립

․타 기업, 연구소, 대학의 기술과 공동 관리 및 마케팅

② 효과적인 계약 방법 선정

- Initial Payment, 최저 기술료, Running Royalty, 분할 상환 등을 복

수 적용

③ 연구결과 이전

- 연구결과 이전 프로세스 확립(Checklist 활용)

 - 연구결과 이전 관리자(Technology Licensing manager) 육성

 - 기술이전을 위한 펀드 마련

④ 특허출원/등록기술의 체계적 관리

 (아) Step 9: 사후관리 및 사업화 지원

① 지속적인 애로기술 지원

 -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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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지도 공동계획서 작성

② 인력파견 및 교육

- 인력파견 및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위한 추가 계약 체결 

③ M&A 및 Post-M&A 관리

- Post-M&A Integration

④ 지속적인 변화 Monitoring 강화

 - 외부 환경 분석

- 외부 전문가 활용

(자) Step 10: 성과분석 및 축적/관리

① 수행 과제 성과분석 지표개발

- R&D활동의 복잡성을 고려한 복수 성과지표 사용

․개선적 연구  혁신적 연구 평가 ․단일과제  과제 포트폴리오 평가

․과거지표  미래지표 활용       ․총괄지표 현장지표 활용

- 상업적 성과 지표 개발

- 지표해석의 준거틀 마련

․타 사례/기관 Benchmarking

② 수행 과제 성과분석 및 축적

- 상품화된 기술의 기술적/상업적 성패에 대한 분석 기준 개발

- 수행 과제의 결과 및 주요 성패 요인을 DB 에 입력

③ 산업화 지원 사업 종결

- 산업화 지원 과제 마무리

- 참여 연구원에 대한 성과 배분

상기 step 10까지를 표 10에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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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VVVVV1. 보유또는개발중인기술의체계적축적/관리

V

V

V

V

V

V

V

V

C

V

V

V

D

V

V

V

V

E

V

V

V

V

V

V

A

V

V

V

V

V

V

V

B

V10. 성과분석및축적/관리

9. 사후관리및사업화지원

8. 라이센싱계약체결및연구결과이전

7. 확보기술특허출원

6. 산업체와공동기술개발(연구수행)

5. 사업단주도의산업화기술개발

4. 협력기업선정및연구계약

V3. 사업성및파급효과분석을통한사업기획

2. 기술적용대상과투자기업탐색및기술홍보

F산업화과정

VVVVVV1. 보유또는개발중인기술의체계적축적/관리

V

V

V

V

V

V

V

V

C

V

V

V

D

V

V

V

V

E

V

V

V

V

V

V

A

V

V

V

V

V

V

V

B

V10. 성과분석및축적/관리

9. 사후관리및사업화지원

8. 라이센싱계약체결및연구결과이전

7. 확보기술특허출원

6. 산업체와공동기술개발(연구수행)

5. 사업단주도의산업화기술개발

4. 협력기업선정및연구계약

V3. 사업성및파급효과분석을통한사업기획

2. 기술적용대상과투자기업탐색및기술홍보

F산업화과정

            <표-10> R&D성과 산업화 종합모형의 구성

   (6) 실용화  지원팀의  기능과  육성  방안  제시 

-사내벤처팀에 대한 제반 행정지원

-사내벤처팀의 Incubation 기능 수행

-파트너 기업, 연구원에 대한 산업화 지

원(제반 애로사항, 자문 등)

-마케팅 및 자금 지원/연계 서비스 제공

-외부 산업화 지원 조직과의 연계/협조

(외부 전문가 Pool 관리)

사내벤처 관리산업화 지원

-시장수요 파악(추세/산업분석)

-기술의 가치/사업성 검토

-연구결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정리하여

홍보

-협력가능기업 탐색/발굴

-전반적인 사업단의 R&D  실용화 성과

축적/분석

사업성 검토연구결과 홍보 및 혁력 기업 탐색

-사내벤처팀에 대한 제반 행정지원

-사내벤처팀의 Incubation 기능 수행

-파트너 기업, 연구원에 대한 산업화 지

원(제반 애로사항, 자문 등)

-마케팅 및 자금 지원/연계 서비스 제공

-외부 산업화 지원 조직과의 연계/협조

(외부 전문가 Pool 관리)

사내벤처 관리산업화 지원

-시장수요 파악(추세/산업분석)

-기술의 가치/사업성 검토

-연구결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정리하여

홍보

-협력가능기업 탐색/발굴

-전반적인 사업단의 R&D  실용화 성과

축적/분석

사업성 검토연구결과 홍보 및 혁력 기업 탐색

 

               <표-11> 실용화 지원팀의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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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전문가도 계약 Base 로 적극 활용기타

기술 < 경영기술 > 경영기술 or 경영
요구되는

Background

-마케팅 전문가

-외부 네트워킹 능력

-창업보육능력

-양성자기반공학기

술 관련 산업에 대

한 지식

-기술가치/사업성

분석 능력

-홍보

-기업 DB 관리

-연구성과 관련

자료 정리 분석

-일반 관리

필요한 역량

2명2명2명인력구성

산업화 및 사내벤처

지원 그룹
사업분석 그룹홍보/탐색 그룹그룹

외부전문가도 계약 Base 로 적극 활용기타

기술 < 경영기술 > 경영기술 or 경영
요구되는

Background

-마케팅 전문가

-외부 네트워킹 능력

-창업보육능력

-양성자기반공학기

술 관련 산업에 대

한 지식

-기술가치/사업성

분석 능력

-홍보

-기업 DB 관리

-연구성과 관련

자료 정리 분석

-일반 관리

필요한 역량

2명2명2명인력구성

산업화 및 사내벤처

지원 그룹
사업분석 그룹홍보/탐색 그룹그룹

                 <표-12> 실용화 지원팀의 구성 

(나) 구성 및 육성방안

① 내부 인력 中 실용화 지원 전문가로 차출하여 교육/훈련

② 외부전문가를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내부 人力 학습 유도

③ 별도의 계약직으로 마케팅 전문가 등 외부 人力 활용

④ 실용화추진과제에 대한 사례불굴 및 분석을 통한 자체 학습/경험 

축적

⑤ 외부 관련기관과의 연구회/교류회 운

(7) 산업화지원 Manual  작성  개요  제시 

(가) 산업화 지원 Manual 작성 원칙 

① 산업화 유형별로 나누어 Process 를 Code 화 한다. [A1~ F4]

② 각 Process 별로 Input, Activity, Output 을 정의, 각 Activity 를 

수행할 때의 Checklist, 의사결정기준, 세부 Activity, 사용form 제시

③ Manual 은 지속적으로 Update 한다.

④ Manual 부록으로 간략한 예제 및 사례들을 발굴/수록한다.

⑤ 필요 역에 대해서는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예: 특허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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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나) 산업화 지원 Manual 구성 

산업화지표 Manual 은 A1~F4 까지 24-module 로 각 Module 중 공통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다음 10개 Module 로 구성된다

     

E4, F410)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평가

E3, F39) Spin-off(Spin-out) 기술 사후 지원 및 관리

E2, F28) 창업연구원과 연구소의 기술계약 및 벤처 프로그램 계약

D2, D3, D47) 사내기업가 선정 및 벤처팀의 구성/운영/종결

D1, E1, F16)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B3, C35) 수행중인 과제의 관리, 의사소통

B2, B4, C2, C44) 연구 계약 및 연구결과 이전

A2, B1, C13) 기술적용대상 산업 및 파트너 후보 기업의 탐색 및 발굴

B1, C12) 기술역량 및 보유기술에 대한 축적 및 홍보

A1, A3, A41)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 및 획득, 라이센싱 계약

해당 Module산업화 지원 Manual 

E4, F410) 창업지원 및 기술이전 프로그램 평가

E3, F39) Spin-off(Spin-out) 기술 사후 지원 및 관리

E2, F28) 창업연구원과 연구소의 기술계약 및 벤처 프로그램 계약

D2, D3, D47) 사내기업가 선정 및 벤처팀의 구성/운영/종결

D1, E1, F16)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B3, C35) 수행중인 과제의 관리, 의사소통

B2, B4, C2, C44) 연구 계약 및 연구결과 이전

A2, B1, C13) 기술적용대상 산업 및 파트너 후보 기업의 탐색 및 발굴

B1, C12) 기술역량 및 보유기술에 대한 축적 및 홍보

A1, A3, A41)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 및 획득, 라이센싱 계약

해당 Module산업화 지원 Manual 

             <표-13> 산업화 지표 Manual

(다) 산업화 지원 Manual 작성 방안

① 후속 연구 과제를 통해 산업화 지원 Manual 에 포함될 구체적인 

항목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정리한다.

②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용화 지원팀에서 부문별로 관련자료 등

을 참조하여 Manual 을 작성한다.

③ 부분적으로 외부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을 전문가

의 검증을 받거나, 부분적으로 집필을 의뢰한다

4. 사업단 연구결과의 산업체 기술이전

가. 기술이전 배경 및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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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차 연도 연구개발 과제인 ‘내구성 향상 이용기 날 표면처리 기술개발

“이 성공적으로 수행되어서 기업체로 기술이전을 하 다. 그러나 많은 사례 

연구와 모델 정립에 대한 조사가 있었으나 기술이전 및 산업화는 정형화된 

모델과는 다소 다르게 진행 될 수 있다. 이온빔을 주입하여 이용기 날의 내

구성을 2배이상 향상 시켜 수명을 향상 시킨 본 기술의 기술 이전 경위는 

다음과 같다.

   - 현재 국내 이/미용실에서 사용 중인 이용기(hair clippers)의 90% 이상

이 외제로 국산 제품의 진출이 극히 미미함.  

   - 그 이유가 날 부분의 내구성 및 일반적 성능에 있다고 판단하여 국내 

최초 전기 이용기 제조업체인 하성전자(주)에 2001년 이온주입에 의한 

이용기 날의 내구성 향상에 대한 연구개발을 제의함. (참고: 외제 날

은 Ti coating된 날을 사용하고 있음)

   - (주)하성전자로부터 이용기 날을 공급 받아 탐색연구로 질소이온을 스

테인레스 강 재질의 이용기 날에 주입한 결과  2 배 이상의 내 마모

성 향상을 확인 함. 또한 이 기술의 장점은

   - Ti 코팅 된 제품의 경우 코팅층이 벗겨지면 사용이 중단 되는 단점이 

있으나 이온 주입된 제품은 그런 단점이 없다는 것.

   - (주)하성 e-sis는 본 연구소에 수탁과제로 2001.9.11 - 2002. 5.10. (8개

월) 간에 걸쳐 연구개발 의뢰하 고

   -  연구결과로 최종 확립된 이온주입공정으로 생산된 이용기 날 재질의 

마모실험결과  수명이 약 두 배 이상  향상됨을 확인 국내 특허를 한

국원자력연구소장과 하성전자 사장간에 공동으로 출원(출원번호: 

10-2002-0025926)함 (발명자: 박재원, 이재형, 최병호).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의 1 단계 1차연도 연구개발과제(2002. 

9.16 -2003.7.1)로 준 양산 장치 개발에 착수 하 으며 하성전자(주) 

는 참여기업으로 연구개발에 참여함.

   - 이 후 양성자사업단의 실용화 기획 및 센터 운  과제(2003.7.2- 

2005.7.1)에서 후속 연구개발을 계속하여 개발된 장치의 보완 및 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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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을 확립, 시작품을 제작하여 현장실험결과 유수 외국산과 비교하

여 사용수명이 뒤 떨어지지 않음을 확인

   - 이에 경제성/시장성을 검토한 하성전자(주)의 기술이전 요청을 받고 

인력의 기술교육을 연구소에서 2004.8.1 -2005.1 월 까지 실시하여 왔

으며 2005. 1. 18일 기술실시 협약을 맺고 2005.2.1 부터 장치의 업체

이전, 현장 기술교육, 및 기술실시를 지원함. 이전된 장치는 그림 43 

참조. 

             그림 43. 이전 이용기 날 이온빔 조사장치

MFC 및
전원

이온원 가속관
진공
챔버

진공 및 지그
Control device

진공챔버 내부:
이용기날 장착지그

Specifications
- Ion beam energy : 20 ~ 100 KeV
- Ion beam current : up to 20 mA
- Uniform irradiation area : > 300 mmØ

Applications
- Tribologic application
- Dedicated for N ion implantation of   

hair clipper bl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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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실시 계약 체결

(1) 관련연구과제

(2) 실시기업체

실시예정 기업체명 하성 e-sis
연 락 책 임 자 하 충 현

연    락    처 02-852-6831

 

  ○ 기술 수준 및 단계: 공정개발 완료 및 양산단계

  ○ 이전기술 사용 생산 제품: 이용기 날

  ○ 기 타(실시기업의 사업 및 경 능력 의욕, 이전기술 활용의 난이성 등):

   - 현재 과제 결과물(이용기 날 이온주입 장치)로 시범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성공적인 시장 진출을 보이고 있음 

    - 본 기술 개발 전 5% 내외의 국내 시장 점유율을 30%이상 향상 시킬 의욕을 보임

    - 현재 업체 인력의 장치 운용 연수 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장치 운전을 포함 충분

히 이전기술의 활용이 용이 하다고 판단되는 시기에 기술을 이전 하므로 활용의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판단 됨.

(3) 기술이전 목적 및 필요성

  ○ 목 적: 이용기 날의 내구성 향상으로 국산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시장 점유율 제고

 ○ 필요성: 국내 업체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수입대체효과 및 수출지향을 위해 필요 함

관련연구과제명
실용화기획 및 

센터운

연구사업책임자
박재원(2004)

주포국(2003)

소          속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 사업단

관련연구과제명
내구성향상 이용기날 

양산기술개발

연구사업책임자 이 재형(2002)

소          속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 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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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이전의 제공 범위 및 내용(특허, Know-How등)

 ○ 하성 e-sis 회사가 참여한 연구 과제의 연구결과물인 이용기 날 이온주입기

 ○ 이온 주입 이용기 날의 수출시 한국원자력연구소장이 특허 출원인으로 되어 있는 미  

  국, 일본, 독일 등에 출원 한 특허권의 사용

 ○한국원자력연구소장 과 하성 e-sis 사장이 공동으로 출원한 국내 특허권의 사용

 ○이전 기술이 업체에 정착 될 때 까지 현장 기술지도 제공

(5) 기술이전의 추진방법

 ○ 업체 인력의 교육 훈련

 ○ 장치의 이전

 ○  현장 기술지도

(6) 기술이전에 제공되는 문서

 ○ 장치 운전 매뉴얼

 ○ 장치 시방서

 ○ 특허, 논문 및 관련 기술 자료

 ○ X-ray 차폐 인허가관련 서류

(7) 기술이전 후 제품의 예상매출액

                                                            (단위 : 개수, 백만원)

(8) 본 기술개발에 실 투입된 연구비의 연도별 내역(기술료 책정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예상판매량(개수)     40,000        60,000       100,000      120,000      150,000

예상매출액       400         600         1000         1200        1500



- 112 -

* 상세 산출내역 붙임 참조 

* 관계법령(원자력연구개발중장기계획사업처리규정,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산업기반

  기술개발사업처리규정, 민군겸용기술개발사업처리규정 등)에 의해 수행한 과제에 대하

  여는 중소기업인 경우 실 투입연구비의 70% 감면(단, 자체사업 등 연구소 기술실시계

  약업무처리 및 기술료 등 관리지침에 의한 경우 기술료 감면에 대하여는 연구업무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술료 감면) 

(9) 본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 

   

(10) 기술실시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연구 수행 과제 및 계정번호

   -  과제명(1) : 내구성 향상 이용기 날 양산기술개발 (계정번호: 83240-02)

    - 과제명(2) : 실용화 기획 및 센터 운 (계정번호 : 83230-03, 83230-04)

    

(11) 기술실시계약 체결시 기타 고려사항(계약조건, 기술료 징수조건 등)

 ○ 기술료: 이온주입 이용기 날 매출액의 2% 

(12)  기술개발에 실 투입된 연구비의 산출 근거

급여번호 성  명 직  급 부 서 명 순 위
주, 부

구 분

228529 박재원 선임급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
주

201133 이재형 선임급 상동 주

228522 이재상 선임급 상동 부

2291 손창원 석사후연수생 상동 부
1643 이찬 석사후연수생 상동 부
229173 김보 원급 상동 부
1354 길재근 학연학생(박사) 상동 부

구   분 2002 년 2003 년 2004 년 년 년

금   액    181,092       17,262       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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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과제 개요

- 이온 빔 조사에 의한 이용기 날의 내구성 향상 기술 개발 

- 시작품 제작 및 경제성 분석

- 현장 실험 및 상업적 적용 

(나) 당해 연구과제 기술료 산정내역                                    (단위 : 천원)

* 연구(내용, 성과 등)는 과제계획서상의 업무SCOPE 또는 연구성과 등을 명기

* 가중치는 이전대상 개발기술이 당해 연구에 대한 비율임

사 업 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대과제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계정번호)

실용화기획 및 센터 운

과제기간
2002. 9. 16

(83230-03, 83230--04)     - 2005. 7. 1

연구책임자

소속부서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성명(직위)
주 포국(책임급): 2003

박 재원(선임급): 2004

연 구 비 249,000 천원(2003), 254,423 천원(2004)

사 업 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대과제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과 제 명

(계정번호)

내구성 향상 이용기 날 양산기술개발

과제기간
2002. 9. 16

(83240-02)     - 2003. 7. 1

연구책임자
소속부서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성명(직위) 이 재형 (선임급)

연 구 비 3140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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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내역

과제명 내구성 향상 이용기 날 양산기술개발

협약
연도

연 구 비(천원)
내부인건비
(D)

개발준비금
(E)

징수대상
기술료

(F=A-(D+E))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B) 계(C)

2002 235,800 78,600 314,400 47,572 7,136 181,092

  연구비의 이전대상 기술료 산정 

연도  연구(내용,성과 등) 가중치(G) 이전대상기술 * 기술료 
산정(F×G)(천원)

2002
○장치개발
○공정개발

0.8

0.2

○이온주입장치
○이온주입공정기술

     144,874

      36,218

* 기술료 산정: 

- 총연구개발비=(정부출연금: A ) +  (기업부담금: B )   

- 내부인건비: C 

1. 실 투입 연구비(D) =  정부출연금 ( A ) - 내부인건비(C)

2. 기술료(E) =  D  x 가중치

연구
내역

과제명 실용화기획 및 센터운

협약
연도

연 구 비(천원)
내부인건비
(D)

개발준비금
(E)

징수대상
기술료

(F=A-(D+E))
정부출연금
(A)

기업부담금
(B) 계(C)

2003 249,000 0 249,000 65,961   10,424 172,615

2004 254,424 0 254,424 90,260 7,399 156,765

  연구비의 이전대상 기술료 산정 

연도  연구(내용,성과 등) 가중치(G) 이전대상기술 기술료 
산정(F×G)(천원)

2003 ○장치 보완 및 양산공정개발 0.1 ○ 이온주입장치 및 공  
   정 기술       17,262 

2004

○  장치보완
○  업체인력 장치 기술연수
○ 시작품 제작
○ 인허가 관련 업무
○ 현장기술지도

0.2 ○ 이온주입장치 및 공  
  정기술       3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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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징수기술료 =  E  x (1 - 감면율 ) 

   ․ 감면율: 중소 기업의 경우 최대 70% 까지

    ( 특별한 경우 과기부장관의 승인을 득한 후 전부 감면도)

다. 업체 인력의 교육 훈련

다음 네 가지로 나누어서 관련 업무 종사자들에게 교육 하 다.

    - 장치의 기본 원리, 장치 유지, 보수 및 운  (2시간)

    - 방사선 안전 (1시간)

    - 고전압 안전 및 기타  (1시간)

    - 장치 운전 실습 보충 교육 (1 시간)

라. 언론 홍보

   KBS, MBC, YTN, SBS 등 TV news 와 중앙일보 등 10개 이상의 신문

에 홍보하 음

5. Infra 구축 및 운 방안 수립

가. 장치 보수 및 유지

     (1) Gas Ion Implanter (120kV, 10mA급)

(가)분위기 가스 인입장치 설치

(나) 웨이퍼 장착용 지그 제작

(다) 시편 온도측정 및 가열장치 제작 설치

     (라) 시편 부착 냉각판 교체수리

     (마) 빔 프로파일 측정장치 제어부분

     (바) 이온원 진공 leak 수리 및 정비

     (사) 가속관 분전 저항판 제작

     (아) RP오일 4회, DP오일 3회, 필라멘트 3회 교체

(2) Metal ion implanter (100kV, 1mA급)

     (가) 이온원 진공배기를 위한 진공시스템(Diffusion Oil pump, Rot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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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mp, Autovent valve) 교체

     (나) 이온원 냉각판 제작 및 금속 증발용 crucible 장치 수정 및 교체

     (다) 이온원 진공 시스템에 수동 fore-line valve를 공압식으로 교체

     (라) 수동 vent valve 설치

     (마) 이온원 구동 전원장치 수리 보수

     (바) RP오일, DP오일 3회 교체

(3) Ion implanter for semiconductor (120kV, 5mA급)

     (가) 이온원 절연부품 교체

     (나) 이온원 진공배기 Rotary Punp 수리

     (다) Fore-line에 오일역류방지 밸브 설치

     (라) 이온원 부착 전면 오링 제작 설치

     (마) Full Range Gauge 설치

     (바) RP오일 2회, DP오일 1회, 필라멘트 1회 교체

   

(4) Ion Irradiator (50kV, 50mA급)

     (가) 고전압 절연 PC base control system 구축

     (나) 무전해수 냉각 순환 펌프 교체

     (다) 고분자 양산 처리용 Roll 지그 제작

     (라) Roll 냉각장치 설치

     (마) Main valve용 Butterfly valve에서 Gate valve로 교체

     (바) Diffusion Pump 1개소 추가 설치

     (사) Rotary Pump 3회 수리, Diffusion Pump 냉각 배플 2회수리

     (아) RP오일 8회, DP오일 4회, 필라멘트 2회 교체

나. 금속이온주입기 금속 이온빔 인출 (Cr, 20keV)

 Cr이온빔을 인출하기 위하여 Modified Burnas 이온원의 플라즈마 발

생전원을 제작하여 Crucible에 CrCl3 화합물을 장입한 후 크롬이온빔 인출

을 위한 공정조건은 다음과 같다. 그림-43 과 -44 은 전원의 회로도와 장치

사진이다.



- 117 -

- Filament P/S : 45∼48A

- Emission Heated Cathode P/S : 700∼800 V

- Heated Discharge Chamber P/S : 24A

- ARC P/S : 200V

- Crucible P/S : 4.2V, 100A

- Crucible Temp. : 550℃

- Ion Source magnet P/S : 2.38V, 4.00A

- High Voltage Extraction P/S : 20kV, 1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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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4>. 금속이온원 플라즈마제어전원 회로도

             <그림-45> 금속이온원 플라즈마제어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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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빔 진단 시스템 PC base 제어시스템 설치

패러데이컵에 의한 빔 분포 측정시 페러데이컵을 통해 나오는 신호를 

AD convertor를 통해 디지털 신호화 한 후 그 측정값을 PC에서 볼 수 있

도록 LabView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진단시스템을 설치하 다. 그림 46는 

빔 프로파일 측정 소프트웨어 화면이다.

<그림-46> 빔 프로파일 측정 화면

라. 이온빔 서비스

▷ 이온빔 조사에 의한 전극의 내식성 향상에 관한 연구 (동신대학교)

▷ 이온빔 조사에 의한 Cantillever의 응력제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 이온빔 조사에 의한 Al2O3기판의 박막배향성에 미치는 향 (고려대학

교)

▷ 이온빔 조사에 의한 스피커 진동판의 음량변화 (성균관대학교)

▷ 이온빔 조사에 의한 초정  드릴의 내구성 향상 ((주)에이빔)

▷ 빔 조사에 의한 노내재료의 취성에 관한 연구 (원자력연구소)

   등 학교 46건, 연구소 13건, 산업체 52건의 이온빔 조사서비스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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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목표 성취도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과제평가 시 

평가기준 및 배점

성취도

(%)

제 

1차 

년도

- 실용화사업

  타당성검토

․실용화추진 모델 개발

․전력반도체 실용화 타당

성 검토

․기술적용 평가방안 수립

모델의 현실성(25)

실 용 화 방 안 제 시

(30)

평가항목의 현실성 

및 수치화정도(15)

100

100

100

- 실용화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기술 및 제품 발굴 1건 

이상

발굴건수(25) 100

- Infra 구축 

및

  운영방안 수

립

․기존 이온빔 조사장치 

운전보수 및 빔 진단시

스템 보완

장치 가동률(5)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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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과제평가 시 

평가기준 및 배점

성취도

(%)

제 

2차 

년도

실 용 화 사 업

타당성검토

 - 기업연계방안 수립 

  - 공정기술개발 타당

성검토  

적정 참여기업 확보방

안 및 시장진입 전략 

제시 여부 (20)

타당성검토의 심도 및 

건수 (25)

100

100

실 용 화 대 상 

기술 및 제

품 발굴

-기술 및 제품 발굴 1

건 이상

발굴건수 및 기업의 호

응도(25)

100

Infra 구축 

및 운 영 방 안 

수립

- 기존 이온빔 조사장

치 운전보수 및 빔 진

단시스템 보완

연구개발 활용 및 외부

서비스 건수 (25)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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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과제평가 시 

평가기준 및 배점

성취도

(%)

제 

3차 

년도

개발된 

기술의 업체 

기술 이전 

실시

 - 업체인력의 교육훈

련, 장치 및 기술 이

전

 - 실용화 대상 기술/제

품 및 기술 홍보

기술이전 실적 

건수(30)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10)

논문기고 및 확회 발

표 건수 

100

100

100

실용화사업 

타당성검토

-실용화 기획 구체화 

및 실용화센터 수익모델  

  설정 

-사업단 과제 결과물의 

실용화 지원 및 방안 

수립 

장기적인 수익확보방

안 제시 여부 및 모

델의 실현가능성 

(20)

         -

80

-

실 용 화 대 상 

기술 및 제품 

발굴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및 탐색연

구 수행

타당성 검토의 심도 

및 실적 

건수/발굴건수 및 

기업의 호응도 (20)

100

Infra 구축 및

운 방안 수

립

- 외부 서비스 및 탐색

연구를 위한 기존 이

온주입기 운전보수

연구개발 활용 및 빔 

서비스 건수(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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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기여도

제 

1차 

년도

- 실용화사업

  타당성검토

․실용화추진 모델 개발

․전력반도체 실용화 타당

성 검토

․기술적용 평가방안 수립

․벤쳐창업 창출기반 마련

․전력반도체 기술개발의 

타당성 확보

․추후 기술선정에 대한 객

관적인 도구 제공

- 실용화기술 

  및 제품 발굴
․기술 및 제품 발굴

․전력반도체 기술공모를 

통한 기술발굴 촉진

- Infra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기존 이온빔 조사장치 운

전보수 및 빔 진단시스

템 보완

․전력반도체를 비롯한 추

후 실용화 기술개발에 

활용

 

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기여도

제 

2차 

년도

실용화사업타당

성검토

 - 기업연계방안 수립 

  - 공정기술개발 타당성

검토  

향 후 과제 결과물의 산업

화시 기초자료로 활용

과제 선정 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한 체게적인 

업무 절차를 제공

실용화대상 기

술 및 제품 발

굴

-기술 및 제품 발굴 1건 

이상

TiO2 광촉매 및 보석 발

색기술 개발 등은 고 부가

가치의 기술로 향 후 실용

화

가능성도 매우 높음. 

Infra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 기존 이온빔 조사장치 

운전보수 및 빔 진단시

스템 보완

업체 기술 및 장치 이전 

시 원활한 기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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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기여도

제 

3차 

년도

개발된 기술의 

업체 기술 이전 

실시

 - 업체인력의 교육훈련, 

장치 및 기술 이전

 - 실용화 대상 기술/제

품 및 기술 홍보

- 사업단 기술의 spin-off

으로 산업체에 기여

- 언론 매체 및 논문 특

허 발표 등으로 사업단 보

유 기술의 소개로 기술에 

대한 인지가 낮아 산업체

에 적용하지 못한 업체에 

기술의 소개

실용화사업 

타당성검토

-실용화 기획 구체화 및 

실용화센터 수익모델    

설정 

-사업단 과제 결과물의 

실용화 지원 및 방안 

수립

 

- 기술이전을 통해 실용

화모델의 정립

- 사업단 과제결과물의 

실용화는 대상이 미정이어

서 실현치 못함

실용화대상 기

술 및 제품 발

굴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

품 발굴 및 탐색연구 수

행

- 광촉매 연구로국제 

저명학술지(Applied 

Physics Letter 및 

Surface Science)에 발표 

및 특허 출원

- 보석 발석은 실용화를 

위해 2 단계 과제로 진행 

{참여업체 (주)아자젬스}

Infra 구축 및

운 방안 수립

- 외부 서비스 및 탐색연

구를 위한 기존 이온주입

기 운전보수

-학교 및 산업체에 빔서

비스 50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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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실용화 추진 모델 개발

실요와 추진 모델 개발은 기존의 사례를 중심으로 수행되었으나 실제 

사업단이 적용시에는 다른 점이 많았다. 이는 사업단의 과제가 모두 정부 

에산의 범위 내에서만 이루어지므로 독립적인 수익 모델을 수립하기가 사실

상 불가능하기 때문이었다. 기술이전과정에서 수립된 모델을 실용화 모델로 

삼을 수 있다. 그리고 기존 사례를 조사하 것이 바탕이 된 것인 만큼 지금 

까지의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연구를 수행

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개발되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 기술성 혹은 경제성보다는 기술의 마케팅적 측면이 더 

급한 기술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기술과 기업의 평가모형에서 나온 평가점수를 가지고 이들 간의 Trade-off 

관계의 분석, 혹은 이들 점수에 의한 2차 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

하고 합리적인 기술 및 기업의 종합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이 개발되

어야 할 것이다.

제 2 절 전력반도체 실용화 타당성 조사

다각도로 검토한 결과 당장의 실용화 가능성은 희박하나 타당성 평가 

및 기초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 후 실용화 여건이 성숙할 경우 활용한다. 

또한  국내 전력 반도체 생산 및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에 활용할 수 있

고 양성자-조사의 효율성 제시에 의한 국내외 생산 및 연구 기관과의 공동

연구 제안에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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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기업연계 방안 수립 및 산업화 모델개발

현재 조사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양성자기반공학기술로 산업화를 추진

하 던 업체 방문 인터뷰 결과 및 이미 확보한 기초 자료 및 문헌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심층 자료를 토대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에 특화된 산업

화 모델을 보다 심도 있게 개발 할 것이다. 이때 모델별 성공/실패 요인을 

활용하여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추진할 매뉴얼 작성에 필요한 지침

도 함께 작성된다.

  산업화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산업화 팀, 산업화 기회, 그리고 산업

화 자원의 3요소를 중심으로 산업화 모델내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사결

정 사항들을 위주로 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요소별 

성공/실패 요인 및 점검사항도 함께 발굴될 것이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산

업화 과정을 체계화하도록 유도하는 매뉴얼 작성지침을 확보 할 것이다.

향후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사례연구를 통하여 이미 준비된 이론적 

내용의 분석을 추가하여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의 산업화 Process

를 설계하고, 해당 Process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산업화 촉진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 Process를 추진할 매뉴얼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

방향을 제시 할 것이다. 매뉴얼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을 정리하고 그에 따

른 고려사항을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Process를 추진함에 있어 나타나게 

되는 성공요인과 실패요인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Process를 추진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을 돕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될 산업화 모델 및 성과 촉진 방안은 양성자기반공

학기술개발 사업단의 연구 성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이전/산업화 

할 때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단 연구결과의 부산물인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산업화 모델을 활용한 

산업화를 실시하여 기술활용전략의 대안 확대 및 성과 제고, 그리고 체계적

이고 효과적인 기술이전/산업화의 지침을 확보함으로써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산업화 추진 매뉴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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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 수 있다. 이 매뉴얼은 향후 10년 간의 연구개발과정에서 중간결과물 

또는 부산물로 도출되는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화는 물론, 최종적인 연구결

과의 산업화 촉진을 통해 연구개발과정에서 파생되는 중간 산출물과 부산물

의 활용도 증가를 유도하게 될 것이며, 최종적인 연구결과의 산업화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생성에도 기여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여타 원자력 연구 성과에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며, 사례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활용하거나 연구 논문

으로도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제 4 절 기존 이온빔 조사장치 운전보수 및 빔 진단 시스템 보완

- 자체연구 및 빔 사용자들을 위한 User facilities로 활용한다. 

- 사업단 보유 장치를 이용하여 연구 과제를 수행하는 과제에 시설을 

제공한다.

제 5 절 제품 및 기술의 발굴 및 고정기술 타당성 검토 결과의 

활용

보석 발색 기술은 2 단계 과제로 실용화를 추진 한다.

방사선 조사로 color center를 생성하여 만들어지는 발색보석과 구분되

는 발색기술임을 홍보하여 바로 국내 유수의 유색보석 유통업체와 제휴하여 

양산 기술을 개발하고 수출하여 외화취득이 가능하도록 한다.

광촉매 개발 기술은 UV lamp가 필요한 폐수 처리 설비에 적용하기 위

해 활용한다. 박막증착 장치가 필요하므로 향 휴 박막증착이 사업단내에서 

용이하게 될 때 보격적인 활용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

볼펜 볼 이온주입 기술개발은 수직 빔 이온주입 장치가 개발 될 시 보

격적인 실용화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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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기술 타당성 평가체계

-실용화 여부 결정을 위한 사전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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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Ⅰ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경쟁력을 제고하며, 공공복

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양성자가속기”를 개발하고, “양성자 빔 이용기술과 

장치응용기술을 확보”하며 “발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벤쳐창출 기반마련”을 

목표로 하고 있다.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단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

술과 관련되는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들여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프론티어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공동 참여하고 있는 기업에 이전하여 국가

경쟁력을 강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단”에서는 실용화를 위한 기술개발의 추진 여부를 결정하고 기업들과의 공

동연구를 추진하여 개발되는 기술을 사업화 할 수 있는 건실한 기업을 선정

하는 효과적인 업무수행 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발생하 다.

실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개발 과제들이 종종 시장의 수요와 어긋

나서 중도에 포기하거나 또는 기술개발에 성공하더라도 시장에서 활용하기

에는 경제성이 미흡하여 추진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한다. 제한된 국가

의 연구개발 자금을 투입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 과제들의 실용화 성공률을 

높이고 투자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시

로 투자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를 고려하여 연구개발의 목표를 수정해 나

갈 필요가 있다. 

연구개발의 초기 단계에서는 소규모의 투자로 연구개발의 가능성과 활

용성을 타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 시점에서는 기술적 타당성의 검토가 중요

할 것이다. 적극적인 연구개발에 착수하기 위하여서는 개발될 기술이나 제

품이 시장에서 필요로 하고 있으며 수요의 성장이 가능할 것인가를 측정하

는 경제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타진하여야 할 것이다. 개발이 완료되는 시

점에서는 사업화에 착수하기 위하여 예비적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사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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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제반 자원조달 가능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타당성검토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반 한 사업계획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개발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벤쳐창출 기반마련이라는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개발단계와 기술/제품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약식평가 또는 정 평가가 필요하게 되며, 종합적인 타당성

검토에서는 Business Structure와 Business Plan을 포함한 포괄적인 기획과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사업단에서는 사업 1차년도에 기술 타

당성 평가시스템을 개발 하 고, 이 평가체계의 적절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

제 평가작업을 수행하 으며, 평가 절차와 결과를 분석하여, 현 시점에서의 

업무특성에 맞도록 수정보완 작업을 실시하 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제품의 기술성은 물론 경제적 기대효과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기술의 타당성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에 대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성검토의 

일환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수

행하는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목표로 하 다.

1차년도에 수립한 기술타당성평가시스템은 기술개발에의 투자 여부만

이 아니라 사업추진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종합 검토하는 양식을 갖추었

으나, 실제 소규모 기술개발 투자의 결정에 광범위한 타당성검토를 수행함

은 기술개발의 가능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불필요하게 과도한 업무를 요구

하게 된다. 실용화의 사업 착수를 위하여 철저한 타당성검토가 필요한 경우

에는 이러한 총괄적인 타당성검토와 더불어 국내 전문적인 타당성검토 공인

기관들에 의한 검토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재 대상으로 삼고 

있는 중소기업형 기술개발의 착수여부 및 실용화 추진여부를 결정하는 과정

에서는 부담 가능한 최소한의 비용으로 기술개발 또는 사업의 부정적 측면

을 효과적으로 파악하여 결정적인 문제점의 유무와 해결 가능성을 확인함으

로서 과제나 사업의 위험도를 줄여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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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적으로 기존의 기술 타당성검토 평가시스템 상에서 필히 확인해야 

할 결정적 요소들을 간추리고, 이러한 항목들의 평가를 보수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방안을 모색하 다. 궁극적으로는 여러 과제들 간의 

상대적인 평가점수를 산출함이 필요하나, 이러한 평가를 거쳐 실용화 과정

에서 발생 가능성 있는 결정적인 문제점들을 사전에 제거함이 평가의 우선

적인 과제일 것이다. 평가의 배점이나 평점이 어떻게 설계되었던 간에 여러 

평가 요소들 중의 단순한 한 가지 요소에서의 부적격으로 인해 실용화에 실

패할 수 있다. 이는 기계적인 점수 환산의 평가방식상의 문제가 아니라 결

정적 요소들 하나하나에 대한 최저 수준의 확실한 판단을 필요로 하는 문제

이며, 이에는 대상의 과제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해당 기술이나 제품의 시

장수요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점들

을 감안하여 효과적인 약식 평가시스템을 고안하고 이를 활용한 타당성검토

의 수행경험을 통하여 현실적으로 필요하고 수행 가능한 기술개발 타당성 

평가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 다.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일차적으로 기존의 기술 타당성 평가시스템의 건전성을 외국의 평

가시스템들이나 선행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하고 이의 적용 가능성

과 효율성을 타진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과제들에 시험적인 적용을 시도하

다. 평가대상 과제들은 현재 사업단에서 수행 중이거나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과제들 중에서 선별하 다. 실용화의 단계상 탐색연구 단계에 있는 과

제로부터 기술개발을 완료하고 실용화를 추진하는 단계에 있는 과제까지 다

양한 단계의 중소기업형 기술개발 과제들을 망라하여 시험적인 검토를 수행

함으로서 단계별로 필요한 평가시스템의 구축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고자 하

다. 정 평가 방안을 기본방안으로 수립하고, 기술개발 착수단계, 시제품

개발단계, 상용화 단계를 겨냥한 적절한 단계별 평가방안을 기본방안으로부

터 추출하고자 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긴급한 기술개발 착수단계에서 필요한 평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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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을 추출하고 이를 평가대상 과제들에 대하여 Case Study를 수행하여 적

용가능성을 검토하고 문제점의 보완을 추진하고, 실제 적용 시 제안자들이 

신속하게 작성 가능토록 표준화하고 정량화 하도록 시도하 다.

    평가해야할 항목으로는 주로 기술성과 경제성의 평가라 할 수 있

으며 세부사항은 기존 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과 사업화 과정에서 결정적 

실패요인이 될 수 있는 평가항목을 함께 고려하 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기술평가시스템을 설계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가장 

핵심적인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위한 접근방식이며, 나아가서는 

시스템의 설계방식이다. 이하에서는 기술평가시스템을 설계하기 위한 방식 

곧, 「시스템 설계(Systems Design ; 이하 SD로 약칭함)」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째로는, 설계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역적 방식과 귀

납적 방식을 혼용한 「2원적 설계방식(Ambidextrous Design Method)」을 

활용하는 점이다.

  여기서 전자의 「연역적 방식(Deductive Design Method ; 이하 

DDM으로 약칭함)」은 이상으로부터 현실을 이끌어내는 관점에서, 기지의 

일반적인 법칙이나 원리를 근거로 하여 논리적인 이상시스템을 가정하고, 

이것으로부터 현실에 적합하고 소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실

행방안으로 추론해 들어가는 공리주의적 방식으로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

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을 설계할 때에도 논리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

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DDM」을 구사하여 기존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의 평가시스템」을 설계하도록 한다.

  그리고, 「귀납적 방식(Inductive Design Method ; 이하 IDM으로 

약칭함」은 구체적인 시스템의 실체에 대하여 개별사항의 현상을 인식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

여 목적에 합당한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분석적 방식으로서 기존

의 자료를 토대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므로 현장적응성이 뛰어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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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지니고 있다.

 

  둘째로는, 계획단계에 중점을 두고 논리적인 설계를 행한 후, 실시단

계에서 그대로 운용을하는 입장인 「계획중시형 설계방식(Plan Oriented 

Design Method ; 이하 PODM로 약칭함)」을 활용하도록 한다.

  계획단계에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만족되는 정도를 시스템의 설계

범위로 한정하고, 적절히 통제기능을 작동시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수정행

동을 취하는 방식인 「통제중시형 설계방식(Control Oriented Design 

Methood ; 이하 CODM으로 약칭함)」은 설계단계에서 외부환경변화를 정

확하게 예상할 수 없고 그 변화의 불확실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 사용되므

로 「기술평가시스템」설계에는 부적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계단

계에서 필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를 입수하여 면 한 검토를 통해 논리적으

로 상세설계를 행하고 그 절차대로 실행하는 방식인「PODM」을 채용하기

로 한다.

  셋째로는, 「모듈설계방식(Modular Design Method ; 이하 MDM으

로 약칭함)」과 「계층설계방식(Hierarchical Design Method ; 이하 HDM

으로 약칭함)」을 활용하는 「혼합설계방식(Mixed Design Method ; 이하 

MxDM으로 약칭함)」을 활용하기로 한다.

  여기서, 「MDM」은 대규모 시스템을 다수의 독립성이 강한 부분시

스템으로 분할하고, 각 부분시스템의 부분최적화를 도모하면서 전체적인 조

정에 의한 통일을 취하는 방식으로서, 대규모 시스템을 한번에 설계하는 것

은 어려우나, 분할된 소규모의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기 때문에 설계가 용이

하다는 장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에서는 다계층으로 설계된 기능체의 최종 

단말시스템을 구성하는 기능들의 전개에 「MDM」을 적용한다.

  그리고, 「HDM」은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시스템을 수직방향

으로 배열하여 그 상위부분시스템이 작동의 우선순위를 갖고 하위부분시스

템을 간섭하는 한편, 하위부분시스템의 성과는 상위부분시스템에 의존하면

서 ｀가역적(Feedback)＇으로 상부에 전달되는 구조로써 시스템을 설계하

는 방식으로서 최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기능들을 빠짐없이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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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할 수 있다는 장점에 근거하여 기술 타당성 검토체계를 구성하는 기본 기

능체를 설계해 나가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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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Ⅱ 장 선행연구

제 1 절 기술평가시스템의 사례

1. 일본 Patent Bank의 지적소유권 가치기준 모형[16]

 가. Patent Bank 방식의 목적 및 배경

   (1) 배경

     (가) 지적재산권의 이전과 유통, 지적재산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투자, 혹은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융자 등, 경제활동 중에 지적재산권 평

가를 기초로 한 사업실적이 잠재적인 수요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은 실정

     (나) 지적재산권 평가에 대한 경험부족은 하이테크분야에 있어 

사업을 성공적으로 전개하는데 문제로 지적

   (2) 목적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창조성에 가치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지

적재산권평가수법을 확립하여 지적재산권 활용에 의한 경제 활성화를 도모

하기 위한 것. 

 나. Patent Bank 방식의 구성

   (1) 평가가치

     (가) 기술적 가치 : Patent Database

     (나) 시장적 가치 : Marketing Database

     (다) 창조적 가치 : Business Simulation Database

   (2) 체크항목 평가개념

     (가) 절대적      (나) 상대적      (다) 임의적

   (3) 평가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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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사회, 문화기반
일본, 한국, ASIA 각국의 자립적 순환형 경제

지적재산권의 매각기준과 가치평가는?
창조성, 독창성에 따른 새로운 시장유통구축

국제경제
[융합경제]

예
술
성

과
학
성

<그림-1> Patent Bank사의 평가개념 구성

     (가) 벤처기업의 자산 = 창조성 = 지적새산권

     (나) 동시평가(기술과 자산, 시장 등의)와 단독평가(기술단독)에 

의한 시장형성

     (다) 기업평가와 지적재산권의 단독평가가 가능하게 됨

   (4) 평가방식

       Patent Bank 방식은 다음의 방식을 조합한 시스템이다.

기술자
평가

변리사
변리

400항목
기준

법적판정

Business
Design

시장가격

발명자
경험치 요인
지식 요소

직감

개인주관기업주관

<그림-2> Patent Bank사의 평가방식 구성

     (가) Cost, Market, Income Approach (나) Discount C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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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ow(DCF) 방식

     (다) Patent Map 방식 (라) Derivative 방식 (마) 전문가집단에 

의한 평가방식

   (5) 평가절차

제 1단계

제 4단계

제 3단계

제 2단계

S/W를 활용한 DCF의 입력 보정

지적재산권의 가격화

Derivative계수의 유도

Mtrix 시트의 작성

<그림-3> Patent Bank사의 평가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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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Patent Bank 평가시트  

  <표-1> 일본 Patent Bank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시트

a 평가개념 특허명칭

b 과학레벨 진리 실시 응용
실험

검사

기초

연구

아이

디어
특허번호

c 산업레벨 독점 실용
기술

발전

시뮬

레이션

시장

조사
컨셉

발견자,

신청자

d 평가레벨
총합평가

(전문가집단의 조언)

기

술

평

가

기술력

․기술력, 완성도가 높을수록

․복합적인 기술활용이 가능할수록

․세계적으로 볼 때 범용성이 높을수록

․기술개발 비용 및 부가가치가 높을수록

복합력

범용성

원가성

상세설명 Patent DB(상세설명, 특허도, 사진,이미지)

시

장

평

가

사회성

․자연환경, 건강, 복지, 의료, 교육 문화등에 

공헌도가 높을수록

․사회환경, 시대배경에 부합할수록

․경합성이 적을 수록(독점성이 높을수록)

․시장규모가 크고 매상, 이익이 클수록

시대성

경합성

시장성

상세설명

창

조

평

가

창조성

․인류, 지구에게 있어서 필요한 예지

․신선한 발상으로 독창성이 높을수록

․발전가능성 및 장래성이 높을수록

․산업에 기여하고, 인간의 풍요로운 생활에의 

공헌도가 높을수록

독창성

발전성

보편성

상세설명
사업 시뮬레이션 데이터베이스

(사업구축이미지 등)

e 평가점수 범주별 : 120점 만점

f 점수소계 g 총점 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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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Patent Bank 평가사례

      <표-2> 지금으로부터 5년 간의 Cash Flow     (단위 백만엔)

제 1기 제 2기 제 3기 제 4기 제 5기 비고

매출액 1,190 2,520 4,480 5,460 6,300

영업이익 288 782 1,503 1,834 2,111

세후이익 144 391 752 917 1,056 세율 50%

감가상각액 39 105 193 241 267

운전자본 218 213 330 166 145 증가분

설비투자비 60 200 300 300 300

연구개발비 60 126 224 224 315 경상분

      <표-3> A 사업의 Cash Flow      (단위 백만엔)

제 1기 제 2기 제 3기 제 4기 제 5기 비고

세후이익 144 391 752 917 1,056

감가상각액 39 105 193 241 267

운전자본 218 213 330 166 145 증가분

설비투자비 60 200 300 300 300

사업의 CF -95 83 315 692 878

      <표-4> A 사업의 할인율 및 잔존가치 설정

● 할인율 ● 잔존가치

A 사업은 신규기술을 활용한 사

업으로 Venture 사업에 대한 할

인율을 적용

     제 1기 - 제 2기 : 40%

     제 3기 - 제 4기 : 30%

     제 5기 이후 : 20%

Cash Flow의 定率成長法을 적용한 

예상 최종기의 사업 상의 Cash 

Flow 성장률 : 연 5%

잔존가치 =2,471(백만 엔)

   

878×
( 1+ 0.05)
( 0.2- 0.05 )

×
1

( 1+0.2)
2



- 150 -

      <표-5> 사업가치

제 1기 제 2기 제 3기 제 4기 제 5기 비고

사업의 CF -95 83 315 692 878

Discount 0.833 0.595 0.458 0.352 0.294

Factor 할인

현재가치
-79 49 144 243 258

할인현재가치 

누계
-30 114 358 615

잔존가치 2,471

사업가치 3,086

      ※ 사례연구 검토

 ① 실례로 본 Patent Bank 방식 : 제 4단계 - 지적재산권의 가격화

② 산정구조 : Matrix에서의 평가지표 × Derivate 계수

                   =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가격

③ Matrix 평가지수

㉮ Matrix 시트 상의 구분별 만점의 합계 = 720 [1]

                                          [시트에 따라 계산] 

㉯ Matrix 시트 상의 총합평가지수 합계  = 445 [2]

                                          [시트에 따라 계산] 

㉰ 지수의 계산 = {[2] / [1]} × 100 = 61.8%

④ 적용결과 

0.618×3,086 {백만 엔} = 1,907 {백만 엔}  = 지적재산권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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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의 탑 인덱스[9]

 가. 특징

   (1) 종합적 평가항목

     (가) 당해 기술에 대한 요인뿐만 아니라, 당해 기술을 둘러싸고 있는 

시장 상황과 경쟁환경 및 규제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고려  

     (나) 기술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와 제품 

시판 시기, 제조능력까지 고려

   (2) 평가항목의 구성 

   <표-6> 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의 탑 인덱스 구성내용

평가항목 세부내용

1. 기술적인

 장점

신규성, 기술적인 내용, 배우기에 용이함, 응용가능범위, 개발단

계, 제품화의 복잡성, 기술의 확장성, 기타 응용가능 범위

2. 전용권

지적재산의 등급, 특허의 형태, 특허가능성, 특허상태, 특허의 주

기(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크레임의 강도, 다른 파생특허의 가

능성, 특허받을 수 있는 범위(국가, 지역), 특허환경, 침해가능성

3. 경쟁환경
유사한 개발이 존재, 경쟁사의 반응, 기술의 장점, 상대적인 장

점, 제품의 가격 경쟁 가능성, 제품으로 인한 경쟁사의 가격동향

4. 시장성

기술의 소비자 욕구 충족도, 기술의 필요성 정도, 현재의 시장크

기, 잠재시장의 크기, 고객교육의 정도, 시장진출시의 장벽, 장애

극복정도, 지리적 한계, 발명자의 신뢰성

5. 기술적인

 장애요소

기술의 상업화까지 예상되는 기술적 과제 및 해결가능성, 개발단

계별 일정계획 준수 가능성, 개발 전문인력의 수준 등

6. 제조능력
생산인력, 생산 장비 및 설비, 실험 및 검사기자재, 공정 복잡도, 

제조비용 수준, 품질관리체계, 안전 및 환경관련사항

7. 규제문제
정부 기관 및 협회 등의 제품에 대한 규제, 품질 인증을 위한 사

내 규제 관련 사항 및 영향

8. 제품

 시판시기

계획한 발매시점의 실현 가능성, 연장 가능성, 대안, 발매 시에 

예상되는 시장규모, 가격, 경쟁, 규제 변화, 발매시기의 중요성

9. 필요한

 조직

제품개발에 필요한 조직의 기술 숙련도, 외부 지원, 개발 책임자

의 리더쉽, 마케팅 능력, 재무능력, 생산가능조직의 능력

10. 투자에

  대한 이익

개발비용 및 상업화 비용, 예상 이익률, 시판까지의 잔여 기간, 

잔여개발기간, 연도별 투입 자본, 예상 수익, 판매원가, 할인율 

등 투자회수기간에 관련된 사항

11. 기여

  (공헌)요소 

산학연계기술여부, 특허의 확정여부, 연구기간, 발명가의 발명기

간, 정부 연합 협회여부, 건강과 관련 여부, 국방과 관련여부, 고

용창출여부, 주변 반응의 긍정여부, 비용과 관련되었는지 여부, 

오락용인지 여부, 사용기간 연장가능성, 생산성 증가 가능성, 서

비스에만 관련되었는지 여부, 처리의 향상 가능성, 측정기구에 해

당되는지 여부, 소모품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술성 여부
12.시장Data

13.평가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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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 배점표[10]

 가. 특징

(1) 종합적 평가항목

(가) 기술의 권리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평가항목

(나) 기술의 권리적인 측면을 가장 강조

(다) IMF 이후, 벤쳐기업 육성정책에 의해 기술평가의 중요성 대두로 개발

(2) 평가항목의 구성 

   <표-7>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기술의 권리적 측면 : 4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기술의 권리형태 5

권리의 보유형태(1) 

권리의 내용특성(1)

권리의 확보상태(1)

권리의 적용범위(1)

분쟁발생가능성(1)

 기술의 완성도, 신뢰성 5

기술의 활용단계(1)

기술의 개발단계(1)

개발기술의 중요도(1)

개발기술의 완성도(1)

개발자(대응능력 등)의 신뢰도(1)

 대체, 유사기술의 존재성 10

기술의 신규성(4)

기술모방 난이도(2)

개발기술의 독창성(4)
 기술수명주기 상 위치,

 수명기간
5

해당기술의 수명주기 위치(2)

해당기술 수명기간(3)

 기술의 개발수준 5
기술개발수준(2)

기술의 종합경쟁력(3)

 기술권리의 예상수명 5

독점권리 확보 예상기간(2)

권리예상수명(2)

권리 파생가능성(1)

 기술활용, 상업화 가능성 5

기술활용범위(1)

기술의 전략적 가치(2)

상업화시 기술적 장애요인(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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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8>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기술의 경제적 측면 : 30점)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기술의 제품구성 기여도 5

기술의 요소결합도(경영에서의 기술비

중)(2)

제품구성 기여도(2)

타기술과의 결합필요성(1)

 기술제품의 시장성, 성장성

 (기술 활용성)
10

기술제품의 시장규모(예상포함)(3)

기술제품의 시장점유율(3)

시장진입용이성(고객, 유통, 경쟁 등)(2)

수출가능성(2)

 제품의 가격,

 비 가격 경쟁력
5

경쟁제품과 가격경쟁력(1)

종합경쟁력(1)

경쟁력 향상 잠재능력(1)

제품 품질 정도(1)

생산효율성(불량률)(1)
 타 관련기술, 사업,

 제품으로의 응용가능성
5

타 산업, 제품에 해당기술 응용성 큼(3)

타 관련기술의 선도성(2)

 기술제품의 예상수익성,

 경제성
5

해당제품의 예상 매출 규모(2)

순 이익률(부가가치)예상(전망)(2)

원가 절감 등 수익성 증대 전망(1)

<표-9>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기술의 환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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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해당기술의 경쟁환경 5

신기술 출현, 대체 속도(2)

국내외 유사기술 개발동향(2)

기술개발특성(1)

기술의 기업화 여건

(기업화 외부환경)
10

기업화 설비, 장비 구입여건(2)

기술인력확보, 숙련도 여건(2)

국내외 기술, 시장 정보확보 여건(2)

기술적 문제 해결을 위한 인프라여건(4)

내부 기업화 환경 5
기업화를 위한 내부여건(2)

신기술 특허상황 등의 점검(3)

기술인프라 환경

(규제 및 지원여건)
5

기술지원정책 인프라 여건(1)

법률적 규제여건(2)

NGO(민간단체)등 소비자 계약(2)

해당 산업(기술활용 기업)

의 성장여건
5

해당산업 성장성(2)

해당산업 경영여건(1)

해당산업 부가가치 등 수익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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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기술타당성 

평가모형”[]

 가. 특징

   (1) 4개 과제군으로 구분

신규사업형
과제군

(2 과제군)

가능탐색형
과제군

(1 과제군)

제품개량형
과제군

(4 과제군)

사업다각형
과제군

(3 과제군)

첨단기술성
(High technology Attribute)

복합기술성
(Hybrid-technology Attribute)

사업창출성
(Business Generating)

성능강화성
(Competence Enhancing)

<그림 4>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과제 분류

       (가) 가능탐색형 과제군(1 과제군)

          기존 제품, 기술 중 일부를 대체하는 곳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군

       (나) 신규사업형 과제군(2 과제군)

          개발된 기술 자체가 하나의 사업 혹은 제품을 이룰 수 있는 

신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군

       (다) 사업다각형 과제군(3 과제군)

          기존의 기술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사업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군

       (라) 제품개량형 과제군(4 과제군)

          기존의 제품, 기술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기술을 다

양하게 응용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군

   (2) 효율성 평가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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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평가방법            

     (나)  “ I+O(비용측면의 효용 + 성과측면의 효용)

           ※ 비용과 성과를 동일 차원의 평가척도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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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평가항목의 구성 

  <표-10> 신규사업형 과제군 기술성 평가 Sheet

기술명(제품명)

분류코드

구분 점수 비고

1. 

기

술

성

1-1 기술

실현성

(50)

기술개발상태(20)

- 1개 단계만 선정

 ․이론적인 가능성 확인(5)

 ․유사한 공정상에서의 확인(10)

 ․기초실험으로 가능성 확인(15) 

 ․Pilot Process 성공(20)

기술개발 가능성(30)

 ․전체적인 공정도 수립여부

 (전체공정의 Compatability 포함)(5)

 ․애로기술과 대처방안 확인(10)

 ․주변기술 확보방안 여부(5)

 ․기타 기술개발 가능성 입증자료(5)

 ․개발예상기간(5)-짧을수록 고득점

1-2 기술

우위성

(30)

기술의 첨단성(13)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혁신기술(5)

 ․특허 또는 미공개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의 기술 또는 장비를 요함으로 

모방이 불가능(8)

기술의 향상성(17)

 ․성능 품질상의 향상척도(7)

 ․공정의 개선정도(3)

 ․사회적 수용성의 향상도(소비자 보

호-안전성, 편의성, 환경친화성, 내

구성, 규격 등에서의 비교(7)

1-3 기술

파급성

(20)

연구개발에의 기여(10)

 ․연구개발의 학술적 의의(4)

 ․후속연구개발에의 기여(3)

 ․타 연구개발분야에의 기여(3)

기술의 파급효과(10)
 ․기술의 추가활용분야(5)

 ․기술/제품의 지속적 개선가능성(5)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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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11> 신규사업형 과제군 경제성 평가 Sheet

기술명(제품명)

분류코드

구분 점수 비고

2.
경
제
성

2-1 
시장
경쟁성
(30)

기존 기술/제품과의 비교
(10)

가격, 용도, 품질 등에 대한 비교

시장 진입가능성(10) 유통구조 및 수요자 구매형태 고려

공급 Logistics 비교(5) 원자재의 수입대체, 공급안정성 등 고려

독과점 가능성(5) 기술/제품의 구조적인 독과점 가능성 여부

2-2 
투자
수익성
(50)

기대 매출액(25) NPV(Net Present Value)와 

IRR(Internal Rate of Return)을 

산출하도록 한다.
기대 수익(25)

2-3 
시장
성장성
(20)

예측 수명기간(5)
Life cycle 상의 위치 및 기술/제품의 예

측 수명기간 고려

현재시장규모 및 성장가능
성(10)

판매대상지역의 현재 시장규모 및 성장가

능성 고려

시장수요의 안정성(5) 시장의 수요탄력성 및 위험요소 분석

점수

 <표-12> 신규사업형 과제군 자원성 평가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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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명(제품명)

분류코드

구분 점수 비고

3.

자

원

성

3-1비용

소요성

(40)

연구개발비의 소요규모 

및 적합성(10)

소요 투자금액

투자금액 적합성 및 추가소요 가능성

사업자금의 소유규모 및 

적합성(20)

참여기업의 전체 매출액 및 순익에 대비

한 소요자금의 적합성

참여기업의 자본 및 부채를 고려한 소요

자금의 적합성

현 시장규모에 대비한 소요자금의 적합성

자금조달방안의 현실성

(10)
자금조달방안의 구체성 및 가능성

3-2인력

투입성

(30)

연구개발 인력의 적정성 

및 투입가능성(10)

과제에 적합한 전문연구인력 확보 여부

총 소요 연구인력 및 투입가능성

사업추진인력의 적정성 

및 투입가능성(10)

참여기업의 사업추진 전문인력 확보 여부

참여인력의 시장과 기술에 대한 전문성

사업추진조직의 효율성

(10)

의사결정구조 및 업무수행의 기동성

외부조직의 지원체계 및 응급지원가능성

3-3설비

활용성

(30)

연구설비계획의 구체성

(10)

소요 연구시설의 구체성

기존 연구시설의 활용도

신규 연구시설의 확보방안 및 가능성

생산설비계획의 적성성

(20)

생산설비계획의 구체성 (품질관리 포함)

기존 생산설비의 활용도

신규 생산설비의 소요규모 및 확보가능성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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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기술평가시스템의 검토

   본 절에서는 기존 기술평가시스템의 검토를 통하여 각 평가시스템

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기술평

가시스템 설계에 반 하도록 한다.

1. 일본 Patent Bank의 지적소유권 가치기준 모형

 가. 장점

   (1) 기존의 기술과 달리 기술 자체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경제성과 

과학성과 함께 고려하는 시스템

   (2) 기존의 방식과 달리 기술의 응용 혹은 활용에 의한 종합적인 

측면과 기술 자체의 거래에 따른 기술만의 가치평가를 함께 수행

   (3) 다양한 평가항목을 잘 정리한 평가시트 활용으로 평가자의 평

가에 대한 부담을 줄여줌

   (4) Cash Flow와 잔존가치, 할인율 등을 이용한 비교가능한 현실

적인 결과 산출 가능

 나. 단점

   (1) 전체적인 평가의 논리는 있으나 평가항목의 설정과 그룹화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평가항목간의 중복으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할 

수 없음

   (2) 현금흐름의 예측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현금 흐름에 대

한 데이터 수집이 필수적

   (3) 특별한 근거 없이 벤쳐사업에 대한 할인율을 일괄적용

   (4) 기업의 입장에서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계산하 을 뿐 소비자

(혹은 구매자) 입장의 판단 정보가 반 되지 못함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기술의 독창성 예술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2) 기술의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기술이전센터에서의 기술 거래를 

위한 단일기술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 161 -

   (3) 데이터가 있을 경우는 물론, 데이터가 없을 경우라도 평가가 가

능하도록 평가시스템 설계

   (4) 현금흐름 계산을 위한 차등 할인율 적용의 기준을 확립한 시스

템 설계

   (5) 기술의 개발자 입장은 물로 구매자 및 소비자의 입장까지를 고

려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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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의 탑 인덱스

 가. 장점

   (1) 기술에 대한 요인, 기술 주변시장의 상황, 경쟁환경 및 규제환

경까지 고려

   (2) 기술의 상품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와 제

품시판시기, 제조능력까지 고려

 나. 단점

   (1) 평가항목의 그룹핑에 대한 논리 부족으로 평가항목간 중복, 특

정항목(11. 기여요소)에 치중된 구성을 보이고 있음

   (2) 평가 시 고려할 Index로서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을 제시하지는 

못함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기술과 주변시장, 그리고 규제 및 환경은 물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의 생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2) 제시된 평가항목을 반 하고 항목설정의 논리를 제시하여 논리

적인 평가시스템 설계

3.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 배점표

 가. 장점

   (1) 기술의 권리, 경제,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평가시

스템

   (2) 규범적이고 범용적인 기존 평가시스템과 달리 중소기업의 특성

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구성

 나. 단점

   (1) 특수목적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범용성이 떨어짐

   (2) 주로 벤쳐기업의 창업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된 시스템으로

서 사업의 수익적인 측면에 치우친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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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2) 특정 평가항목은 일부 차용하되 사업단의 특성에 맞는 평가시

스템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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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기술타당성 

평가모형”[]

 가. 장점

   (1) 평가원리를 설계하고 이에 맞는 평가체계를 설계하여 논리적이

다.

   (2) 구체적인 평가지표와 편의가 없는 점수배분을 하 다.

 나. 단점

   (1) 특정 평가지표의 경우, 전문가라 할지라도 평가가 어려운 지표

가 존재한다.

   (2) 평가지표간의 종속성이 일부 존재한다.

(3) 평가시기에 따라 평가자료의 구체성에 의한 평가의 불균형을 초래

한다.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해당분야의 전문가라면 누구나 평가가 가능한 평가지표로 개선

   (2) 종속적인 지표의 통폐합

5. 종합검토

 가. 선행연구의 비교검토

   <표-13> 기존 기술평가시스템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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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행연구

구분
1 2 3 4

Data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성 × △ △ △

평가시스템 기본원리의 논리성 × △ × ○

평가모형의 구체성 △ × △ ○

평가자의 전문지식 불필요성 × △ × ×

기술성(정성적) 평가 가능성 ○ △ △ ○

경제성(정량성) 평가 가능성 ○ △ × ○

타당성 평가가능성 × × △ △

주)

  1 : 일본 Patent Bank의 지적소유권 가치기준 모형

  2 : 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의 탑 인덱스

  3 :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 배점표

  4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기술타당성 평가체계 

   

   테이블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평가시스템이, 데이터가 존

재하거나, 전문가의 전문성이 매우 높아야 평가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또

한 기업의 타당성을 적절 수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연구의 진행방향

      따라서 가. 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고, 실제 수행결과에

서 발생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

   (1)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가) 데이터가 없어도, 과제 책임자 직관에 의한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설계

     (나) 수집 가능한 데이터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

계

   (2) 논리적인 평가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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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가능한 모든 평가항목을 조사하고, 여기에 누락된 규범적 항

목을 첨가한 후 대표성, 독립성이 높은 그룹으로 분할하여 시스템으로 설계

     (나) 기술평가에 대한 기본원리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세부사항

을 설계

   (3) 구체적인 평가시스템

     (가) 사업단의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으로 설계

     (나) 기대이익과 같이 직접 예측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측면의 평가 뿐 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대효용 

예측모델 내장

   (4) 기술의 다양한 측면(개발가능성, 활용도, 경제성, 등)을 고려

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

     (가) 정성적 요인과 주변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나) 기술의 독창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다) 기술과 주변시장, 그리고 규제 및 환경은 물론 기술을 기반

으로 한 제품의 생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라) 기술의 개발자 입장은 물론 구매자 및 소비자의 입장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마) 기술의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기술 거래를 위한 단일기술평

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5) 타당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시스템

       기존의 기술평가시스템에서는 기업 혹은 기술의 타당성을 객관

적으로 평가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정성적으로 혹

은 전문가에 의해 간접적으로 평가해 줄뿐이다. 따라서 기업 혹은 기술의 

타당성 평가는 평가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전략과 목표설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한다. 



- 167 -

제 Ⅲ 장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기술평가모형 설계

  본 장에서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한 타당성 평

가체계를 기본으로, 현재 기술개발 중이거나 기술개발 예정인 중소기업에 

유망한 소형의 탐색연구 또는 실용화 연구과제의 타당성검토에 실제 사용할 

평가모형을 설계하도록 한다.

제 1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타당성 평가모형의 수정 원

clr

1. 목표 정합성 문제

    최초 실용화 과제의 경제성 평가의 목적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통하여 개발되는 기술/제품을 산업화하기 전 단계, 혹은 과제의 착수단계에

서, 산업화 여부 혹은 과제 착수 여부를 사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기술성

은 물론 경제적 기대효과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기

술의 타당성 조사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종합적인 타당성평가시스템의 개발

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에 대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기술에 대한 평

가를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평가시스템의 

목적이었다. 그러나 1차 년도에 개발된 모형은 학술적인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적으로 치우친 경향이 있었으며 종합적인 검토로 방대한 업무량을 

필요로 하며,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불확실한 정보를 과도하게 요구하

고 있다. 이를 보완하여 소형의 기술개발의 타당성검토에 과도한 업무량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기술개발 투자의 위험도를 최소화하도록 검토해야 할 결

정적인 부정적 요소들을 개략적으로 다루는 모형으로 수정되었다. 추후 사

업화를 결정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자료와 계획을 요구하는 항목들은 사업화 

단계에서 결정적인 부정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한 배제하 다.

2. 평가 용이성 문제

    1차 년도에 개발된 모형은 그 구조가 복잡하고 난해하 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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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신속한 평가가 어려웠으므로, 2차년도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개선하여, 정보의 수집이나 산출이 어려운 평가항목은 현실적

으로 정보수집이나 산출이 용이한 대체평가항목으로 전환하 으며, 평가 점

수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항목에 대해 평가를 위한 대체적인 범위의 

구분으로 등급화를 시도하 다.

3. 모형 논리성 문제

    1차 년도에 작성된 평가 모형은, 일부 평가항목들에 있어서 논리

성으로는 합리적이나, 실제 적용 시에는 한 가지 사안이 과도하게 중복 평

가되어 전체적인 평가점수만을 고려하면 그 사안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

을 보일 수 있었다. 실용화에서는 기술이 아무리 우수하더라도 시장에서의 

수요가 불확실 하던가 아니면 시장 지배구조상 시장진입이 어려울 경우 등 

한두 가지  사소한 이유로도 사실상 실용화가 불가능할 수 있다. 개발하고

자 하는 우수한 기술이 성공적으로 개발 완료된다면 실용화의 여러 측면에

서 높게 평가될 수 있으나 다른 결정적인 요소들을 상쇄할 수는 없을 것이

다. 보수적으로 실용화의 위험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수한 점

들의 부각보다는 결정적으로 중요한 점들이 충분히 고려되는 모형으로의 전

환이 합리적이라고 사료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을 반 하여 2차년도에 개발된 실용화 과제의 타당성 

평가모형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닌다.

  (1) 보수적으로 실용화에 필수적인 결정적 요인들을 고려하는 항목

으로 구성

  (2) 소규모 기술개발의 투자 결정단계에서 적정수준으로 신속한 평

가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항목 통폐합

 (3) 실용화 과제의 기술성과 경제성을 포함한 전반적인 타당성을 고

려할 수 있도록 비교 가능한 수치(200점 만점의 평가 점수)로 전환하는 항

목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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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경제성 평가모형의 변경내

용

1. 기술성 부분

가. 기술실현성

(1) 공정도 수립여부 삭제

(가) 실용화 단계에서 필히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나 기술개발가능성을 

확인하는 결정적 요소는 아니라고 판단됨.

(나) 기술개발 진행정도에 따라 과도한 요구사항이거나 평점의 불균형

을 초래함.

  나. 기술우위성

    (1) 사회적 수용성의 향상도 삭제

      (가) 기술개발 단계에서 확인이 어렵고 추진여부 판단의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됨.

      (나) 시장 경쟁성이나 성능품질 향상척도와 부분적으로 중복됨.

다. 기술파급성 :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삭제

    (1) R&D 기여 삭제

      (가) 기술개발의 학술적 중요성과 개발범위의 확장가능성을 가

늠하기 위함이며 기술의 가치를 상대 평가하는 척도로 필요하나 상용화 대

상 평가로 한정하기 위해 고려하지 않음.

    (2) 기술 파급효과 삭제

      (가) 실용화기술의 활용분야 확대와 지속개발 가능성을 타진하

여 기술의 부수적인 가치를 확인하기 위함이나 상용화의 필수요소가 아니라

고 판단됨.

2. 시장성 부분

  가. 시장 경쟁성

(1) 기존 기술/제품과의 비교 삭제

(가) 시장에서의 예상 가격과 품질을 비교한 경쟁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함이나 기술개발단계에서 비교측정이 매우 불확실함. 

(나) 간접적으로 참여기업의 경험에 의한 기술개발 추진의사를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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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참여기업의 시장진입현황을 시장진입가능성 항목에서 추가함.   

(2) 공급 Logistics 비교를 원자재로 간소화

      (가) 원자재와 제품의 전반적인 Logistics를 평가하는 작업이 광

범위한 자료를 필요로 하므로 사업화 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원자재 공급

의 안정성만을 확인하는 것으로 간소화함.

      (나) 간접적으로 현재 시장에서의 원자재 공급원과 업체수를 평

가에 활용

나. 투자수익성

    (1) NPV/IRR 산출 ; 기대 매출액으로 간소화

(가) NPV/IRR은 투자, 생산 및 판매 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으로 산

출이 가능하며, 기술개발의 초기단계에서는 매우 불확실하고 방대한 작업을 

필요로 함.

(나) 대체하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기존 국내시장에서의 유사제품의 매

출액 또는 국내 시장조사기관의 매출액 추정치를 고려하여 보수적인 예상 

시장규모로 평가함.

(다) 개발되는 공정기술의 공정원가의 부가가치와의 비교 및 판매가격

과의 비교가 적정수준에 있는가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여야 함. 평가항목으로

는 추후에 개발할 예정이며 현재로서는 약식으로 확인하고 상대평가에서는 

생략함.

다. 시장성장성 : 결정적 요소가 아니라고 판단하여 삭제

(1) 예상 수명기간, 성장가능성 및 시장수요의 안정성

(가) 구체적인 기술/제품의 성장성은 해당 시장에 대한 전문적인 정보

와 자료를 필요로 하나 확보가 어려움. 시장성장성의 부정적인 측면에서 주

의하여야 할 결정적 요소를 확인하는 대안으로는 참여기업의 의사나 시장의 

수요추세를 감안하는 방법이 용이할 것임. 

(나) 대부분의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제품들이 미래의 성장성보다는 

현재의 안정적인 수요를 바탕으로 기술개발 추진되므로 이 부분을 생략하더

라도 타당성검토에 무리가 없다고 판단됨.

(2) 현재 시장규모

      (가) 투자수익성의 매출액과 공통되는 측면이 있어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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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자원성 부분

  가. 비용 소요성

    (1) 연구개발비의 소요규모 및 적합성

      (가) 중소기업 대상의 소규모 과제들의 경우에 연구개발 투자금

액의 소요규모의 평가로 간소화

    (2) 사업자금의 소유규모 및 적합성 / 자금조달의 현실성 삭제

      (가) 소규모의 기술개발에 대하여는 조달가능성의 위험도는 결

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됨. 현실적으로 참여기업의 자

금사정으로 인하여 순조로운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들이 있으나 이는 참여

기업의 교체 또는 추가 등으로 해결 가능할 것임.

제 3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수정 경제성 평가모형

1. 기술성 평가 Sheet

  제2절의 수정원리에 의해 기존의 평가시트를 수정하여 <표14-15>

를 설계하 다. 

<표 14>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기술성 평가 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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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기간( ) 
①1년이하(5) ②1-3년(4) ③3-5년(3) ④5-10년(2) ⑤10년이상(1) 개발예상기간(5)

-예상공정절감비율( ) 
①80% 이상(5) ②50% 이상- 80% 미만(3) ③10% 이상-50% 미만(1) 

공정의개선정도
(5)

-모방난해성(  )
①시장에서제작, 구입이불가능한특수장비사용(5) 
②고도의기술로모방이어려움(3) ③특허로보호(1)

모방난해정도
(5)

-예상제품성능향상( ) 
①10배이상(5) ② 2배이상- 10배미만(3) ③ 1배이상- 2배미만(1) 

성능품질상의향상
(5)

기술
향상
성

(10)

-이용자료의구체성( ) 
①자료가구체적(2)   ②자료가비구체적(0) 

-주변기술확보방안( ) 

①관련기술보유기업참여(5) 
②관련기술연구학교(연구원) 참여혹은참여예정(3)

주변기술
확보방안여부

(5)

-관련논문존재여부( ) 
①국제학술지(3) ②국내학술지(1) 기타기술개발

가능성입증자료
(5) 

-시장혁신성(    )
①관련시장없음(5) ②관련특허없음(3) ③관련제품없음(1)

시장에서볼수없는
혁신기술(5)

기술
첨단
성

(10)기술
우위
성

(20)

-애로기술여부( ), 대처방안여부( ) 

①애로기술비율(50%)(1) ①대처방안수립90% 이상(5) 
②애로기술비율(30%)(3) ②대처방안50%-90%(3) 
③애로기술비율(10%)(5) ③대처방안50%미만(1) 

애로기술과
대처방안확인

(10)

기술
개발
가능
성

(25)

-기술개발상태(    )
①이론적인가능성확인(5) 
②기초실험으로가능성확인(10) 
③Pilot Process 성공(15) 

기술개발상태
(15)

기술
개발
상태
(15)

기술
실현
성

(40)

요구자료평가지표

-예상기간( ) 
①1년이하(5) ②1-3년(4) ③3-5년(3) ④5-10년(2) ⑤10년이상(1) 개발예상기간(5)

-예상공정절감비율( ) 
①80% 이상(5) ②50% 이상- 80% 미만(3) ③10% 이상-50% 미만(1) 

공정의개선정도
(5)

-모방난해성(  )
①시장에서제작, 구입이불가능한특수장비사용(5) 
②고도의기술로모방이어려움(3) ③특허로보호(1)

모방난해정도
(5)

-예상제품성능향상( ) 
①10배이상(5) ② 2배이상- 10배미만(3) ③ 1배이상- 2배미만(1) 

성능품질상의향상
(5)

기술
향상
성

(10)

-이용자료의구체성( ) 
①자료가구체적(2)   ②자료가비구체적(0) 

-주변기술확보방안( ) 

①관련기술보유기업참여(5) 
②관련기술연구학교(연구원) 참여혹은참여예정(3)

주변기술
확보방안여부

(5)

-관련논문존재여부( ) 
①국제학술지(3) ②국내학술지(1) 기타기술개발

가능성입증자료
(5) 

-시장혁신성(    )
①관련시장없음(5) ②관련특허없음(3) ③관련제품없음(1)

시장에서볼수없는
혁신기술(5)

기술
첨단
성

(10)기술
우위
성

(20)

-애로기술여부( ), 대처방안여부( ) 

①애로기술비율(50%)(1) ①대처방안수립90% 이상(5) 
②애로기술비율(30%)(3) ②대처방안50%-90%(3) 
③애로기술비율(10%)(5) ③대처방안50%미만(1) 

애로기술과
대처방안확인

(10)

기술
개발
가능
성

(25)

-기술개발상태(    )
①이론적인가능성확인(5) 
②기초실험으로가능성확인(10) 
③Pilot Process 성공(15) 

기술개발상태
(15)

기술
개발
상태
(15)

기술
실현
성

(40)

요구자료평가지표

2. 시장성 / 자원성 평가 Sheet

  제2절의 수정 원리에 의해 시장성과 자원성은 대폭 축소되었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의 통폐합된 평가 시트가 작성되었다.



- 173 -

<표 14>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기술성 평가 시트

기 술 /제 품 의
구 조 적

독 과 점 여 부
(5)

독 과
점

가 능
성 (5)

원 자
재
(5)

비 용
소 요
성

(10)

- 연 구 개 발 비 소 요 규 모 ( ) 
① 1억 원 미 만 (10) 
② 1억 원 이 상 - 3억 원 미 만 ( 8 ) 
③ 3억 원 이 상 - 6억 원 미 만 ( 6 ) 
④ 6억 원 이 상 - 10억 원 미 만 ( 4 ) 
⑤ 10억 원 이 상 ( 2 ) 

R&D비 용 의
소 요 규 모

(10) 

R&D
비 용
소 요
규 모
(10)

-관 련 업 체 여 부 ( ) 
① 없 음 (5) ② 1-2개 업 체 (3) ③ 3개 이 상 (1) 

-원 자 재 조 달 업 체 ( ) 
① 국 내 기 업 (5) ② 해 외 기 업 (3) ③ 현 재 준 비 중 (1) 

원 자 재 조 달 원
(5)

-기 대 매 출 액 ( ) 
① 500억 원 이 상 (10) 
② 100억 원 이 상 - 500억 원 미 만 (6) 
③ 30 억 원 이 상 - 100억 원 미 만 (2) 

예 상 NPV
(10)

기 대
매 출
액

(10)

투 자
수 익
성

(10)

-유 통 구 조 ( ) 
① 소 비 자 에 직 접 판 매 (5) ② 중 소 기 업 에 판 매 (3) 
③ 대 기 업 에 판 매 (1) 

유 통 구 조
(5)

- 시 장 진 입 현 황 ( ) 
① 시 장 주 도 기 업 이 참 여 중 (5) 
② 현 재 시 장 에 진 입 한 기 업 이 참 여 중 (3) 
③ 시 장 진 입 가 능 성 불 분 명 (1) 

참 여 기 업 의
시 장 진 입 현 황

(5)
시 장
진 입
가 능
성

(10)
시 장
경 쟁
성

(20)

요 구 자 료평 가 지 표

기 술 /제 품 의
구 조 적

독 과 점 여 부
(5)

독 과
점

가 능
성 (5)

원 자
재
(5)

비 용
소 요
성

(10)

- 연 구 개 발 비 소 요 규 모 ( ) 
① 1억 원 미 만 (10) 
② 1억 원 이 상 - 3억 원 미 만 ( 8 ) 
③ 3억 원 이 상 - 6억 원 미 만 ( 6 ) 
④ 6억 원 이 상 - 10억 원 미 만 ( 4 ) 
⑤ 10억 원 이 상 ( 2 ) 

R&D비 용 의
소 요 규 모

(10) 

R&D
비 용
소 요
규 모
(10)

-관 련 업 체 여 부 ( ) 
① 없 음 (5) ② 1-2개 업 체 (3) ③ 3개 이 상 (1) 

-원 자 재 조 달 업 체 ( ) 
① 국 내 기 업 (5) ② 해 외 기 업 (3) ③ 현 재 준 비 중 (1) 

원 자 재 조 달 원
(5)

-기 대 매 출 액 ( ) 
① 500억 원 이 상 (10) 
② 100억 원 이 상 - 500억 원 미 만 (6) 
③ 30 억 원 이 상 - 100억 원 미 만 (2) 

예 상 NPV
(10)

기 대
매 출
액

(10)

투 자
수 익
성

(10)

-유 통 구 조 ( ) 
① 소 비 자 에 직 접 판 매 (5) ② 중 소 기 업 에 판 매 (3) 
③ 대 기 업 에 판 매 (1) 

유 통 구 조
(5)

- 시 장 진 입 현 황 ( ) 
① 시 장 주 도 기 업 이 참 여 중 (5) 
② 현 재 시 장 에 진 입 한 기 업 이 참 여 중 (3) 
③ 시 장 진 입 가 능 성 불 분 명 (1) 

참 여 기 업 의
시 장 진 입 현 황

(5)
시 장
진 입
가 능
성

(10)
시 장
경 쟁
성

(20)

요 구 자 료평 가 지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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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Ⅳ 장 Case Study

제 1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실용화 기술 개요

1. 고분자재료 대전방지용 표면처리 기술

   본 기술은 고분자 재료에 양성자 빔을 주입시켜 대전방지효과를 상

승시킨 기술로, 다양한 제품에 활용이 가능하나 현재 사업추진 가능한 정전

기에 민감한 IC Tray 제조기술을 위주로 타당성을 검토하 다. 기술개발이 

완료되었으며 이미 (주)프라코가 사업화 시도 중에 자금사정으로 중단된 사

업으로, 현재 타당성검토에 필요한 충분한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나 참여기

업이 불확실하여 새로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과제이다.

2. TiO2 광촉매 기술

   본 기술은 가시광선으로 촉매반응을 일으키는 TiO2 광촉매를 개발

하는 기술이며, 항균, 살균, 방취, 유기물 분해, 환경분해, 물분해 등에 광범

위하게 응용될 것으로 추정되어 탐색연구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과제이

다. 일본시장을 중심으로 TiO2 광촉매의 산업화가 추진되면서 이에 대한 

시장정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어 타당성검토가 비교적 용이한 편이나 

기술개발 가능성이 가장 문제인 과제이다.

3. 이온주입 면도날 기술

   본 기술은 면도날 표면에 이온을 주입하여, 표면 경도를 증가시켜 

내구성과 절삭력을 증가시키는 기술로, 면도날과 같은 절삭기구의 수명과 

성능을 강화시키는데 응용된다.  이미 유사한 기술개발이 완료된 바 있어 

기술개발 가능성은 충분하나 제품의 품질을 좌우하는 여타 공정에서의 기술

수준이 의심스럽고 기업이 고급제품을 개발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인가가 관건인 탐색연구 상태의 과제이다.



- 175 -

4. 정 금형 이온빔 표면 연마기술

   본 기술은 이온빔을 이용하여, 금형의 표면 거칠기룰 통제하여 정

제품의 금형을 제작하는 기술로, 나노가공분야에 응용된다. 현재 사업단의 

빔 이용 과제로서 수행 중이며, 시장 수요는 확실하나 경제적인 공정개발 

여부가 관건이다.

5. 보석발색기술

  본 기술은, 기존의 보석에 양성자 빔을 주입하여 보석의 색상을 변

형하는 기술로, 보석가공에 활용된다. 보석 시장의 특성상 수요의 판단이 어

렵고 기호에 맞는 색깔의 보석색상을 항구적으로 조성해 주는 기술개발 가

능성이 모호하여 앞으로 많은 탐색연구를 거쳐야 타당성 검증이 가능한 탐

색연구 과제이다.

6. 기타 기술개발

   현재 수행 중인 사업단의 빔 이용 과제들 중에서 BT분야 기술(X)

과 IT분야 기술(Y)의 2개 과제를 선정하여 타당성 검토를 시도하 다. 과제

책임자들이 제공하는 자료를 기본으로 검토했으나 검토자들의 기술과 시장

에 대한 이해가 불충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대책이 불확실하여 

전반적인 타당성검토의 결과를 산출하는데 미흡하 다. 

제 2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실용화 기술개발 타당성 비

교

   본 절에서는 3장에서 개발한 기술 타당성 평가체계에 의해 각 실용

화 기술들을 평가하고, 이를 비교 검토하고자 한다.

1. 기술별 평가 Sheet

 가. 고분자재료 대전방지용 표면처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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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TiO2 광촉매 기술

 다. 이온주입 면도날 기술

 라. 정 금형 이온빔 표면 연마기술

 마. BT 분야 기술(X)

 바. IT 분야 기술(Y)

 사. 보석발색기술

2. 실용화 기술 타당성 비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기술타당성 평가모형에 의한 각 기

술의 평가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기술명 기술성(60) 시장성(30) 자원성(10) 합계(100)

고분자재료 대전방지용 표면처리 기술개발 44 26 4 74

TiO2광촉매 기술개발 39 20 4 63

이온주입 면도날 개발 36 16 8 60

정밀금형 이온빔 표면 연마기술 개발 33 24 2 59

X 기술 34 16 8 58

Y 기술 35 14 4 53

보석발색기술 28 14 6 48

  

  테이블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고분자재료 대전방지용 표면처리기

술”과 “ TiO2 광촉매 기술”이 종합적인 측면과 기술적인 측면에서 볼 때 

점수가 높은 기술로 나타났다. 이들 기술은 시장에서의 수요가 거의 확실하

며 시장규모가 크고 용도가 다양한 측면이 있으며, 특히 고분자재료 기술은 

개발이 거의 완료된 점이 우세하게 작용하고 있다. 시장성 측면에서 볼 때, 

“TiO2 광촉매 기술”에 비해, “정  금형 이온빔 표면연마기술”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대체로 시장에서의 기술에 대한 수요가 확실하더라도 현

재의 모형에서는 참여기업의 유무에 따라 시장성에서 차별화되고 있음이 반

된 결과이다.

  자원성 측면에서는, “이온주입 면도날 기술”과 “ BT 분야의 기술

(X)”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기술의 실용화에 필요한 소요자금

이 소규모인 것에 기인한다.

기술개발 단계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술성은 원천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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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개발될 기술의 기대가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만 현재의 모형에서는 

개발의 구체화 정도와 진행 정도에 따라 평가에서 유리하게 나타나고 있다. 

한정된 재원으로 투자결정을 위하여 기술개발 가능성을 중시한 결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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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Ⅴ 장 결과

제 1 절 연구의 성과 및 의의

1. 연구의 성과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제품의 기술성은 물로 경제적 기대효과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기술의 타당성 조사까지도 수

행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의 개발이었으며 특히, 상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

술개발에 대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수

행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할 평가시스템의 목적이다.

  이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제품의 기술성은 물론 최소한의 범위이기는 하지만, 경제

적 기대효과를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기술의 타당성 

조사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 다.

  둘째, 상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의 개발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타

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 다.

  셋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실제 실용화 과제들에 대하

여 본 평가 시스템을 적용하여 검토함으로서 본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파

악하 다.

  

2. 연구의 의의

  이상과 같이 얻어진 성과를 근거로 한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해 보

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기술평가모형에서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과거

의 실적, 혹은 과거의 수익 등과 같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에서는 과거 데이터가 없다고 할지라도 평가가 용이한 점에

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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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기존의 평가모형이 각 평가기관의 경험에 의해 설계된 반면, 

본 연구는 다양한 선행연구의 평가원리 및 평가모형 설계의 논리적인 개념

모형을 설계하여 추후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출발점을 제시하 다는 점에서 

또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평가시스템의 활용을 통해

서, 본 시스템의 활용 가능성을 파악했으며, 추후 계속적인 시스템 개선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것 또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정 평가 방안을 기본방안으로 수립하

고, 탐색연구단계, 시제품개발단계, 상용화 단계를 겨냥한 평가방안을 기본

방안에서 추출하도록 하 다. 

  단계별로 추출된 평가방안들에 대하여 Case Study를 통하여 적용가

능성을 검  토하고 문제점의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며, 실제 적용 시 제안자

들이 신속하게 작성 가능토록 표준화하고 정량화하도록 하 으나, Case 

Study에 활용할 사례가 부족하여 통계분석이 가능할 정도의 데이터 수집은 

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둘째, 평가해야할 항목으로는 크게 기술성 평가, 경제성 평가. 자원

성 평가를 설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항목을 구성하 지만, 경제성과 자원성

의 경우 현재 중소기업 대상의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고려

사항을 평가항목에 반 하여, 경제성과 자원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완전

한 모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개념단계의 연구모형으로 사업단 전문가 및 기업 

전체의 의견이 반 되지 못하 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과제

  이상에서 검토한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추후에 연구되어야 할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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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적용가능성

을 검토하며 문제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실제 적용 시 제안자들이 

신속 정확하게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고 평가자들이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현재로는 검토대상 기술에 대한 이

해 정도와 기초자료의 충실도에 따라 평가에 상당한 향을 주는 것으로 판

단된다.

  둘째, 기업의 사업화 타당성의 경우 그 하나만으로 거대한 모형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신용평가기관, 혹은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타당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러한 연구는 2차년도 연구의 기업연계방안 수립의 결과를 반 하여 개발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개발되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 기술성 혹은 경제성보다는 기술

의 마케팅적 측면이 더 급한 기술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 역시, 2차년도 연구의 기업연계방안 수립

의 결과를 반 하여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데이터의 양이 부족하여, 1, 3, 4군에 대한 분류와 가중치 부여

를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 반 과 함께 과제군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본 연구의 추후 과제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기업의 평가모형에서 나온 평가점수를 가지고 

이들간의 Trade-off 관계의 분석, 혹은 이들 점수에 의한 2차 적인 평가분

석을 통하여 보다 정 하고 합리적인 기술 및 기업의 종합평가를 가능하게 

하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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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 수립

Promoting Commercializ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Firms
 

연구기관

한국과학기술원(KAIST)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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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 수립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2010년까지 100MeV/20mA 대용량 양성자 가속

기를 개발하고, 이와 함께 신기술 사업화 및 신생벤처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 또는 신생기술들의 활용

을 뒷받침할 제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기술을 실용

화 할 기업과의 연계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고, 참여 기업과의 협력

을 확대시키는 제반 시스템 및 실용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들을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에서는 미국, 영국, 프랑스 등 해외 기술선진국 및 우리나라와 양성자기반공학

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기술 실용화 현황을 분석하였고, 기 수행되었던 양성자기반공학

기술의 산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실용화 연계 기업을 효율적으로 탐색/관리 할 수 있는 

모델을 총 7단계로 제시 하였다. 이와 7단계로 제시된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의 각 단

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세부 활동 및 Checklist를 함께 제시하여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

을 확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영대학원 연구팀을 중심으로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전문가와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대해 자문

을 받았다. 이와 함께, 기존문헌이나 기술이전을 통한 실제 실용화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기술실용화과정과 이 과정에서 수행되어야 할 주요 활동사항 파악하

였다. 마지막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실제 수행하였던 실용화 사례를 

통해 실용화 성패요인, 주체간 협력방안 탐색을 파악하여 본 연구 결과를 얻는데 활용

하였다.

Ⅳ. 연구개발결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실용화 추진을 위한 실용화 기업의 적절한 선정과 원활

한 연계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을 제시하였다. 모델의 세부 단

계를 살펴보면 1) 보유기술의 체계적 정리, 2)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 

3) 기술적용의 사업성 분석, 4) 참여기업 선정, 5) 산업체와의 공동개발, 6)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그리고 7) 종합관리 능력 향상의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아울러 각 단계

는 3-4개의 세부활동(Activity)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7단계에 걸쳐 총 

25개의 세부활동을 제시하였다. 

이와 더불어 해당 모델에 따라 실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모델의 적용 가능성 및 효과성

을 배가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세부 활동을 제시하였으며, 각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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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및 관리 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였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각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항목들을 미리 점검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 및 

잠재적인 위험관리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의 전 단계들이 사업단 내에서 효과적으로 관리되

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실용화 지원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제

안한 시스템은 실용화 프로젝트 계획 단계, 실용화 프로젝트 관리 단계, 그리고 부가적

인 지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연구결과로 제시된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이 실용화 기업 연계를 수행하는데 기본 모

델로 활용 되었을 때 매우 효과적으로 사업을 추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를 지

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용화 지원 부서의 전문 역량 강화, 실용화 결과의 지적 

자산화, 그리고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 체크리스트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각종 지표의 재

조정이 필요할 것이다. 위와 같은 사항이 보완된다면 실용화 기업과의 연계가 더욱 효

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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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Title of the Study 

Promoting Commercializ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Firms

Ⅱ. Purposes of the Study 

The proton accelerat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which is one of the 

21st century  frontier project until 2010 develops a 100eMV/20mA mass proton 

accelerator, and develop proton beam applied technology with the aim of future 

technical source security and venture firms creation in a high-tech field NT, 

BT, IT, ST, ET, etc. Therefore, necessity of the system that commercialize the 

new or existing technology is highlighted. And It is necessary to develop the 

abilities and construct the system to Cooperate with Private Firms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Study 

In this study,  we analyze the present commercialization situation in technical 

advanced countries such as United States, England, France and Korea. and 

present a 7 step model for searching and managing the commercialization 

private firms and present the  activity list and checklist that must be carried 

out in each step.

For this study, we received an adviser to a specialist in proton accelerat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team and high-tech company which was based 

on proton-based technology. and We checked the commercialization process of 

proton-based technology through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of literature and 

real cases. Finally, we searched results of proton accelerator technology 

development project.

Ⅳ. Results of the Study 

For an appropriate selection and effective cooperation of a commercialization 

company, We presented "Model of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Cooperation 

with Firms". it is consists of 7 step, Classifying Technology Assets, Exploring 

and Publicizing, Opportunity Screening, Selection Cooperating Private Firms, 

Research & Development with Cooperating Private Firms, Technology Transfer 

& Patents Administration, and Completing & Improving the allover Management 

Skills. And each step consists of 3~4 activities. so totally there are 25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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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raise application possi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model, we 

proposed activity lists and check lists about managing items by steps , 

Especially, check list is very useful to prepare for the potential problem. 

Finally, we proposed "Commercialization Supporting System" to promote and 

manage all  steps effectively. The system consists of planning, managing, and 

supporting stage.

V. Applications and Policy Implications

When "Model of Commercialization Based on the Cooperation with Firms" was 

used as basic model in the commercialization through Cooperation with Private 

Firms, results of the commercialization will be very effective. In other to 

maintain the effectiveness, ability enhancement of commercialization supporting 

departments,  accumulation of intellectual assets, continuous supplementation of 

check lists, and constant readjustment of  indexes are necess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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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하나로 추진 중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

발사업은 21세기 미래 원천기술 개발, 산업경쟁력 제고, 공공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양성자 가속기를 개발하고, 이와 함께 양성자 빔 이용기

술과 장치기술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양성자기반공

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2010년까지 100MeV/20mA 대용량 양성자 가속

기를 개발하고, 이와 함께 신기술 사업화 및 신생벤처 창출을 추구하고 

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크게 3가지 방향으로 동시에 추진되고 있

다. 첫째는 100Mev/20mA 선형 양성자 가속장치를 개발하는 것이고, 둘

째는 양성자 빔 이용기술과 장치 응용기술의 확보, 셋째는 개발기술의 산

업적 활용과 관련 벤처기업 창출기반 조성이다. 이를 위하여 3단계

(2002-2004, 2005-2007, 2008-2012)에 걸쳐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향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NT, BT, IT, ST, ET 등의 

분야에서 다수의 최첨단 기술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양

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추진 목적에 부합하도록, 기존에 확보하거나 

개발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들의 활용에 대한 제반 시스템 구축의 필요

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제반기술이 

필요하며, 초기에 높은 설비투자비가 필요하다는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

다. 따라서  해당기술을 실용화 할 최적의 기업을 찾는 것이 신기술 산업

화 및 신생 벤처 창출 성공의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술을 실용화하는 과정에서 해당기술에 대해 잘 이해하고, 원활하게 활

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한 최적의 민간기업을 탐색/계약하고, 해당 기

업과의 협력을 확대시키는 제반 시스템 및 실용화 과정에서의 구체적인 

관리 방안들을 제시하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미국, 국, 프랑스 등 해외 기술선진국 및 우

리나라와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보유한 기관의 기술 실용화 현황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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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고, 기 수행되었던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모델을 기반으로 실

용화 연계 기업을 효율적으로 탐색/관리 할 수 있는 모델을 총 7단계로 

제시 하 다. 이와 7단계로 제시된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의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야 할 세부 활동 및 Checklist를 함께 제시하여 실용화 기업 연

계 방안을 확립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될 실용화 기업 확보방안 및 협력방안은 양성자기반공

학기술개발사업단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추진하는데 있어 적절한 참여 기

업의 선정과 구체적인 확보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참여기업과의 원활

한 협력 체계를 시스템화하는데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다. 

제 2 절 연구의 주요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고려하여야 할 

점이 매우 다양하지만,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을 기반으로 중요한 과정으

로 분석되었던 다음의 주요 내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 다. 

첫째, 기술실용화를 위한 적정 참여기업 확보/선정/평가 방안 모색, 둘째, 

참여기업 확보/선정 평가를 위한 Checklist 개발, 셋째, 참여기업과의 협

력방안 수립, 넷째, 보유 기술 홍보 및 관리방안 확보, 마지막으로 다섯

째, 산업화를 통한 제품/기술의 시장진입방안 모색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하여 한국과학기술원 테크노경 대학원 연구팀을 중심

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전문가와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기반으로 한 기업들에 대해 자문을 받았다. 이를 통하여 양성자기반공학

기술 실용화 기업 확보/선정/평가 방안 모색을 모색하고 참여기업의 보

유기술 활용방안 및 시장진입 방안 모색 및 참여기업과 사업단의 협력방

안 파악하 다. 이와 함께, 기존문헌이나 기술이전을 통한 실제 실용화에 

대한 자료 수집 및 분석을 통하여 기술실용화과정과 이 과정에서 수행되

어야 할 주요 활동사항 파악하 다. 마지막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에서 실제 수행하 던 실용화 사례를 통해 실용화 성패요인, 주체

간 협력방안 탐색을 파악하여 본 연구 결과를 얻는데 활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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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R&D 결과 실용화 벤치마킹

제 1 절 미국의 R&D 결과 실용화

1. 실용화 관련기관

미국에서 기술이전의 관심은 기업체에서 선호하는 기술수요중심

(industry-lead 또는 market-pull) 형태의 기술이전에 있다. 기업부문에서 

기술이전을 생각할 때는 언제나 실용화를 염두에 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개발 결과로서의 기술은 실용화에 문제가 

없으며 이러한 프로그램은 민간부문의 주도하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해

관계나 기회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형태의 기술이전은 지금까지 연방연구소가 주도했던 어내기식 

기술공급중심(technology-push) 기술이전과는 다른 형태이다. 기술수요중

심의 기술이전이 주류를 이룬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문제의 돌파구 역할

을 하는 새로운 기술은 기술공급중심으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주목해

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형태의 기술이전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

러므로 연구소 기술이전 프로그램은 구조적으로 기술공급중심과 기술수

요중심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시장을 고려한 기술공급중심

(modified technology-push)은 연구소가 기술에 대한 상업적인 시장이 이

미 확보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경우를 의미한

다.

미국의 대표적인 실용화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NASA

NASA는 40여년 동안 국가 기술혁신의 주된 원천으로서 연구와 기술개

발, 혹은 여러 프로그램들을 통한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활발히 수행해 

왔다. NASA에서 개발된 기술의 활용은 국가경제와 세계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상당한 수익을 보여주고 있다. 실용화를 위한 NASA의 전략적 계획

과 변화는 기술 실용화 임무의 중요성을 고양시켜 주었다. NASA는 또한 

기술이전을 위한 다양한 정보를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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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NASA의 기술실용화 관련 정보

조직 내용

네트워킹  

서비스

기술이전과 실용화를 위한 프로그램으로 다양한 조직 및 서비스의 

네트워크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다. 풍부한 기술자원을 제공

할 뿐만 아니라 기술협력, 라이센싱, 실용화를 위한 기회나 서비스

를 보여주는 NCTN의 여러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다.

기술정보
검색가능한 NASA의 연구기술 및 역량에 대한 출판물과 데이터베이

스

경영정보

기술이전과 실용화에 요구되는 경영, 사업계획, 재무, 시장조사, 협

력 등의 분야에 전문기술과 지원 그리고 성공을 위한 시장요인에 대

한 정보를 제공

검색서비스
NASA의 기술자원들, 기술이전과 실용화 기회나 서비스를 보다 빠

르게 검색가능하게 한다.

중소기업  지원
소기업들의 창업자금 제공과 실용화될 수 있는 연구기관의 기술혁신

을 위한 자금제공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를 수록

NASA의 실용화기술은 NASA센터의 상업기술국, 국가기술이전센터

(NTTC),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기술창업보육센터(TBI) 등에 의해 

유통되고 있다. 한편 연구소의 활용, 엔지니어링시제품제작, 생산시제품제

작, 테스트, 분석, 기타 필수적 연구개발지원, 제품개발, 기술전문가 활용 

등을 지원하고, 사업계획 및 개발, 시장연구 및 분석, 초기 제조활동 구

축, 제품유통 및 기타 판매활동 등을 구축한다. 그리고 사업컨설팅, 법률, 

회계, 세무, 보험, 금융전문가(벤처자본가, 비기관 개인투자자와의 네트워

킹을 포함), 금융 및 자본시장 등에 대한 접근, 사무실 및 제조운  설

비․시설에 대한 초기단계에서의 기업사용, 사업계획 개발, 벤처분석, 관

리․조직 기법, 컴퓨터 기술, 재무회계, 사업시스템 디자인 등에 관한 특

수교육, 고객기업의 사업활동에 중대한 부문과의 네트워킹, 대학 및 대학

내 과학․공학․사업개발 전문가의 활동을 지원한다.

나. 국립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NTTC)

NASA는 민․관의 기술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1988년말 NTTC의 설립에 

착수하여 1990년에 설립하 다. NTTC는 미국 연방연구소와 민간기업을 

연결하는 국가적인 네트워크의 중심으로서 정부차원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고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로 전환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NASA는 FLC에 대해 NTTC설립 준비기간 중에 참가를 요청했고, 양자

의 프로젝트팀에 의해 NTTC가 완성되었다. 그후 연방기술의 보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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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기술이전활동 촉진을 위해 1992년 5월 NTTC와 FLC 양자의 특별

조직에 관한 각서가 체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조직은 NASA 및 그 밖의 연방기관이 보유하는 기술자원의 조회나 

SBR프로그램 등의 연방기술 프로그램 정보의 전국적 보급, 기술이전에 

관한 교육활동에 의해 미국 산업의 세계적인 경쟁력 강화를 활동 목적으

로 하고 있다. 이 조직의 운 예산은 설립 당시 NASA가 전액 부담하

지만 1996년 현재 이 조직의 목적상 그 밖의 연방정부 기관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 하여 NASA가 연간 예산의 약 50%에 대응하는 75만 달

러를, 에너지부, 상무부 등 다른 부처가 나머지를 부담하고 있다. NTTC

는 1991년 이래 NASA의 상업기술 이전 네트워크의 일부로서 짜여져 있

고, NASA기술자원과 그 밖의 연방기술자원 네트워크를 맺는 중추적 존

재가 되었다.

NTTC는 미국내 관련기관이나 기업들이 연구결과 실용화에 관련된 기술, 

시장, 교육훈련 등에 대한 정보를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네트워크 서비스

를 제공하기도 하고,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특정기술을 탐색해서 이에 대

한 정보를 직접 알려주기도 한다. 따라서 직원들의 업무는 네트워크 구축 

및 최신정보의 유지 관리, 수요자들의 요구정보 탐색제공, 교육훈련 등 

제반지원활동의 기획, 관리에 집중되고 있다.

다. 연방정부 컨소시엄(Federal Laboratory Consortium: FLC)

FLC는 1974년에 설립되었으며, 1986년 연방기술이전법(FTTA)에 의해 

미국과학재단(NSF)의 조직으로 인정되었다. 연방기술이전 관리자 조직으

로 연방연구소의 연구성과 및 기술을 FLC회원이나 민간기업으로 이전하

는 과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6개 부처와 그 산하 연방연구

소 및 센터를 합쳐 현재 약 620개 조직이 컨소시엄에 참여하고 있다.

FTTA법안에서는 FLC의 임무를 연방 연구기관의 연구결과가 신속하게 

미국경제발전을 위해 주도적으로 기여하도록 촉진하고 장려하는 것으로 

정의하 으며, FLC의 임무수행은 FLC회원인 각 연구소 및 기관과 기술

이전 과정에 관련되어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제

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다.

FLC는 직접적인 기술이전 활동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회원인 연방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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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각 부처의 기술이전 활동을 지원한다. FLC의 설립목적은 연구연구소

의 R&D성과를 미국경제에 효율적으로 반 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FLC

는 민간 봉사자로서 연방연구소 또는 각 부처의 담당자 사이의 기술이전

에 관한 정보교환을 위한 포럼 등을 제공하고 있다. FLC가 연방연구소에

서의 기술이전 담당자간 “Person to Person"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것

을 이 기관의 최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 담당자의 연수나 세미나 등

을 주관하고 있다. 또한 미국 전체를 포함한 고도의 기술집단으로서의 가

상적인 연방 R&D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다.

미국 전체 6개 지역의 연방연구소나 행정부처의 직원이 FLC의 운 을 

위한 각각의 지역 코디네이터로 종사하고 있다. 지역기술이전센터

(Reg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RTTC)는 NASA를 위한 비 리

조직으로 운 되고 있다. RTTC는 기술지원으로 종래부터 실적을 가진 

FLC의 지역 코디네이터와 강력한 연대를 구축하고 있으며 FLC와 

RTTC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각 지역의 독특한 수요에 대해 효율적인 서

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라. 중소기업청(Small Business Administration: SBA)

1953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중소기업청은 독립적인 정부기관으로서 

중소기업의 지원과 기술개발을 위해 중소기업의 기술 실용화 촉진을 위

한 여러 가지 지원제도를 운 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운 하고 있는 지

원제도 및 프로그램들은 대여제도(lending), 연방정부구매, 컨설팅 및 교

육훈련, 연구개발, 여성사업자지원, 전쟁공로지원, 사업정보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Office of Technology(OT)는 미국 중소기업청의 기술이전사무소로 정식

명칭은 Office of Innovation, Research and Technology이며, 현재 2개 

부소(Research Acquision and Policy Division, Innovation and 

Technology Division)로 운 되고 있다. 역할은 ① 미국 연방기술시장에

서 소규모 하이테크기술 연구 및 개발 사업의 경쟁력 강화 및 확장 ② 

1982년 제정한 Small Business Innovation Development법과 1992년 제정

된 Small Business Research and Development Enhancement법에 의해 

수행된 연방연구소의 연구나 개발 프로그램의 결과에 대한 실용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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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원 등이다.

마. UNISPHRE

인터넷을 매체로 주로 하이테크 중소기업의 기술 실용화를 통한 기술이

전을 하는 비 리 단체이며 NASA, 에너지부(DOE), 중소기업청(SBA)의 

지원을 받고 있다. NASA로부터 NTTC를 통해 예산을 지원받고 있으며 

NASA 그룹 내에서 유일하게 국제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있다. UNINET

에 가입할 때에는 유니스피어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시에는 보수를 

받으며 파트너가 중개된 경우에는 각각 50%씩 중개료를 나누고 있다. 

UNISPHERE는 자체 기술거래 시스템인 UNINET을 운 하고 있으며, 

주요 활동으로는 세계 각국으로부터 파트너들이 참여하여 미국기업의 수

요(Needs)와 원천(Seeds) 기술의 국제적인 교류 및 협상, 자금시장의 중

개, 제휴, 알선 등에 의한 기술의 시장진출을 하고 있다.

바. Agricultural Research and Extension Services(ARES)

ARES는 미국 연방정부 기관중에서 기술 실용화에서 가장 가시적인 성

공을 거둔 농무부(Department of Agriculture) 산하의 기술이전기관이다. 

농무부는 20세기 거의 전 기간동안 기술이전을 해 오고 있으며 R&D예산 

중의 절반가량을 농업기술의 전파나 이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

사. 대학

1990년대 초 대학기술이 실용화되어 미국의 산업이 세계시장에서 경쟁력

을 갖추어야 한다는 요구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1980년에 제정된 베이-

돌 법(Bayh-Dole Act)은 대학의 새로운 기능으로서 특허권 및 기술이전

을 위한 촉진제 역할을 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대학의 기술경

에 있어 새로운 규율을 만들었고 경제발전 속에서 대학의 이익을 크게 

하는데 기여했다. 

미국의 대학에서 기술이전을 수행하는 방법에는 크게 ① 대학내부에 전

문 기술이전사무서의 설치, ② 대학과 관련된 연구재단에 의한 기술이전 

사업 수행, ③ 대학의 관련회사에 기술이전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일반적인 것은 대학 내부에 기술이전사무소를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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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형태이다. 메릴랜드대, 캘리포니아대, 스탠포드대 등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공립(또는 주립) 대학에서의 기술이전은 연구재단에 의해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Stanford 대학의 기술라이센싱실(Office of Technology Licensing; OTL)

은 1969년에 설립된 이래, 총 4,850개가 넘는 특허 등록을 하 다. 현재 

매주 5~6개 정도의 지적 자산이 등록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50% 정도는 

특허 출원이 되고, 30% 정도는 기업에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 현재 보유중인 전체 지적 자산 중, 현재 1977개 실제 사례를 통하

여 1958개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 다. 이러한 라이센싱 계약 및 특허

료 등을 통한 연간 로얄티 수입은 매년 $60 million 에 이른다.

OTL 은 현재 25명 내외의 직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6명의 

기술 분야 마케팅에 대한 라이센싱 전문가가 전일제로 활동 중이다. 이들

은 Stanford 대학으로부터 산출되는 모든 지적 자산에 대한 관리를 책임

지고 있다. 특히 Stanford 대학에서 산출된 지적 자산이 유형의 자산으로 

변형되도록 유도하여 이를 통하여 확보된 수익이 대학으로 환원되도록 

관리하고 특허 가능한 기술을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는데 역량을 집중하

고 있다.

아. 대학기술경 자협회(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 

AUTM)

각 대학의 기술이전 담당자를 연결해주는 단체로 AUTM(대학기술관리자

협회)이 있다. AUTM은 비 리단체로서 ① 회원에 대한 기술이전 관련 

교육, ② 기술이전 및 비 리 연구기관의 기술 라이센스화, 학부지원, 연

구자지원, 학생소유 지적재산의 상업화 지원, ③ 발명 및 창조적인 학문

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전시키기 위한 추천장 작성, ④ 기술이전에 관한 

다른 전문적인 단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다.

AUTM의 회원수는 1,600명이며 연간 20%의 비율로 회원이 증가하고 있

다. 회원의 직업은 대학 기술이전사무소의 대표자, 비 리 연구기관 및 

정부기관의 직원이 대부분으로 산업계에서는 기업 내의 라이센싱 부문, 

신규사업부문, 특허법무관계, R&D부문의 종사자가 많다. 운 예산은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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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1억 5,000만 달러로 전액 회비로 조달되고 있다.

자. 연방연구소내 기술이전사무소

연방연구소의 기술이전사무소는 1980년 스티븐슨-와이들러법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에 의해 모든 연방기구에 설치되도록 

강제화되었고, 인력과 예산의 배정도 다음과 같이 법규에 포함시켰다. 총

예산이 2,000만달러를 초과하는 연구기관은 해당 연구기술응용실예 최소

한 1인의 전문가를 상근직원으로 투입하고, 연방기관은 연구개발 예산 중 

최저 0.5%(산하 연구기관의 연구기술응용실 지원을 포함)fmf 기술지원 

활동에 지원하기 위해 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술이전사무소는 연구개발과제의 산업계의 응용가능성 평가, 

연방기술의 응용가능제품, 공정 및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주정부, 지방정

부 및 민간기업에 제공하고 기술이전을 위해 NTIS(National Technical 

Information Service), FLC 및 다른 기관과 협력하고 지원하며, 기술을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되었다.

차. 워싱톤기술센터(Washington Technology Center: WTC)

미국은 주정부 차원에서도 대학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촉진․강화하고 있

다. 이의 일환으로 워싱톤 주정부가 워싱톤대학에 워싱톤기술센터(WTC)

를 설치하여 실용화 가능성이 큰 연구개발 결과를 관련기업에 이전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WTC에서의 연구활동은 산업계의 요구에 의해 이뤄지

며, 대학의 전문가 및 연구자원과 연계시켜 주거나 혹은 자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이 센터는 Entrepreneur's Association(EA), Focused Technology 

Initiatives(FTI), Research and Technology Development(RTD) Grants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이나 공정을 실용화가 가능

한 기업에게 이전한다. 워싱톤대학, 워싱톤주립대학과 워싱톤주에 있는 

70여개의 기업이 WTC에 참여하고 있는데 약 절반이 종업원 100명 이하

의 중소기업이다.

타. 민간기관

미국에는 500개 이상의 민간 전문기업, 기술이전 브로커, 컨설턴트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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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미국 라이센트협회(Licensing Executive Society: LES), 기술이전협회

(Technology Transfer Society: TTS)를 통해서 네트워크를 이루어 회원

들의 기술이전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이전 브로커나 컨설턴트 등은 

전문성을 필요로하는 기술평가나 시장성 평가를 담당하고 있다. 

기술이전에 있어서 민간브로커나 컨설턴트의 존재가 중요한 이유는 일반

적인 상품거래와는 달리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비효율적이기 때

문이다.

대표적인 민간기관으로는 국제적 규모의 기술이전 중개회사인 

DTI(Deltatech International), 생명과학 의료과학 분야의 기술을 관리하

는 RCT(Research Corp. Technology), 르하이대학이 설립한 

CTI(Competitive Technology Inc.), 지적재산권분야의 특허법률사무소로 

창립된 R&B(Roberts & Browneli LLP) 등이 있다.

2. 실용화 시스템과 프로그램 현황

가. 실용화 정책

미국의 연방정부는 기술분야에 있어서 혁신적인 발명이 대학이나 연방연

구소 등 공공부문에서 이루어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연방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여 개발한 기술에 대해 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취하여 

왔다. 특히 1980년에는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Stevenson-Wydler Innovation Act), 베이-돌법(Bayh-Dole Act), 1984년

에는 국가협동연구법(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ct)을 제정하여, 

그동안 강력하게 시행되어 온 독점금지법의 적용을 완화하고 연방연구소

와 민간기업간의 기술이전 및 공동연구를 본격적으로 촉진하기 시작하

다.

1986년에는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FTTA) 

등의 실용화 촉진법을 제정하 다. 이들 법규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개발에 대해서는 주정부, 자치단체,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실용화를 의무화하고, 이를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제도와 시스템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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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국가 연구개발의 중요한 후원자 

역할을 하 다. 연방연구소로 하여금 공공부문 기술의 이전 및 실용화를 

지원하는 공식적인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 다.

현재 미국은 여러 연방정부기관들을 통해 다양한 산학협동 연구사업, 연

구개발컨소시엄, 실용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NSF의 과학 연구센

터(STC)와 공동연구센터(ERC), 국방부(DOC)산하인 첨단연구사업기구

(ARPA)의 주관하에 1992년부터 시작된 군사기술의 민간부문 사용을 증

대시키기 위한 기술재투자 프로그램(Technology Reinvestment Program: 

TRP), 국립표준원(NIST)이 추진하는 첨단기술프로그램(Advanced 

Technology Program: ATP), 협동연구개발협정(Cooperative Research 

and Development Agreement: CRADA) 프로그램 등이 그것이다. 또한 

연방연구소들의 연구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하기 위해 구축된 FLC< 기술

이전 촉진업무를 전담하는 국립기술이전센터(NTTC) 등 다양한 지원 하

부구조를 갖추고 있다.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지원하는 방식은 ⓛ 실용화 관련주체에 대한 직접

지원 방식과 ② 기반구축을 통한 간접지원방식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직접 지원방식은 법규 및 제도의 제정 또는 개선을 통해 실용화 당사자

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서 실용화 활동에 대한 자금제공, 기

술제공, 세제혜택, 교육훈련 등이 해당된다. 여기에는 정부연구소 보유기

술의 민간기업으로의 무상양허 등도 포함된다. 반면에 간접 지원방식은 

정보네트워크 등 기반구축을 통해 실용화관련기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

거나 컨소시엄 촉진 등 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실용화 활동을 유도하는 

방법이다.

나. 실용화 관련 법률

미국정부는 법제정에서의 주도권과 기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술이전 

활동에 커다란 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향력을 바탕으로 국가기술

경쟁력 도모를 위해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미국정부의 법제화 노력은 

1980년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제정이후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왔

다.

(1)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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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1980년에 제정되어 지식의 생산자(대학 및 연구소)와 지식의 사

용자(산업계, 주 및 지역정부)를 연결시켜주는 틀을 만들게 되었다. 이에 

따라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창출된 기술을 주정부, 각 지자체, 또는 민간

기업에 이전하는 것을 연방정부의 주요 정책으로 삼고, 민간부문으로의 

기술이전을 각 연방연구소의 의무로 할 것을 법규로 규정하 다.

(2) 베이-돌 법

1980년에 제정된 이 법은 연방정부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의 전용실시권 

허용을 규정하 다. 즉 연방정부의 지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대학 또는 중

소기업이 발전시켰을 경우 개발자는 전용실시권을 허락할 수 있고, 기업

은 규모에 관계없이 연방정부 개발기술의 전용실시권을 획득할 수 있다. 

이 법에서 전용실시권을 부여할 수 있음으로 인해 기업이 실용화 기술개

발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감수한다는 점을 고려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정부소유 및 정부운  연구소가 특허에 대한 배타적 실시

권을 설정하는 권한을 주었다.

(3) 연방기술이전법

1986년의 연방기술이전법은 1980년 스티븐슨-와이들러 기술혁신법을 개

정한 것으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에 의해 얻어진 연구개발 결과에 대한 

기술이전과 실용화를 더욱 촉진할 것을 규정하 다.

(4) 미국 국가기술이전촉진법

미국 국가기술이전촉진법(National Technology Transfer and 

Advancement Act)는 1995년 제정되었다. 연방연구소와 민간의 CRADA

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관하여 사전에 교섭한 이용분야에 있어서 민

간측의 전용실시권 취득 선택권을 민간 계약자에 주고 연방연구소 연구

자에 대한 기술이전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기 위해서 발명이 실용화된 

경우에는 발명자에게는 2,000달러를 주고, 그 후는 로열티 수입의 15%를 

발명자에게 주는 취지의 규정을 하 다.

(5) Federal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 Credit Enhancement Act

1995년에 제정되었으며 연방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의 산업계 이전 

및 신기술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한 기술이전 및 실용화 금융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제3섹터 회사를 설립하는 규정을 제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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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용화 관련 제도 및 프로그램

(1) 민군겸용기술 개발

미국은 군사기술과 민간기술의 원활한 상호활용을 통해 군사력의 우위성

을 유지하면서 기술투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군겸용기술(dual-use 

technologies) 정책을 채택하 다. 이와 같은 민군겸용기술 개발에 의해 

얻을 수 있는 기대효과로는 첫째 국가 안전보장에 중요한 민간부문 주요

기술의 우위성을 확보할 수 있고, 둘째 국방예산에 의해 개발된 기술의 

이전이나 국방관련 생산에 있어서의 민간 기반시설의 활용을 지원하며, 

셋째 민수기술의 군사시스템에의 활용을 촉신시킬 수 있다.

(2) 중소기업 혁신연구 프로그램

중소기업 혁신연구(Small Business Innovation Research: SBIR)는 중소

기업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잠재력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고 그 기

술의 실용화로부터 얻어지는 이익은 그 자체가 중소기업에게 동기 부여

의 역할을 하는 1982년에 설치, 운 되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일정자격을 

갖춘 중소기업을 국가의 연구개발무대에 포함시킴으로써 신기술 혁신이 

활성화되고 국가는 그 기술이 국가의 특정 연구개발 필요에 부응함으로

써 산업활력을 얻게 된다. 이 프로그램은 연방정부차원의 중소기업 혁신

지원 프로그램으로 NASA, 국방부 등 11개 정부부처 및 기관이 후원하고 

있으며, 실용화기술사무소(Commercial Technology Center)에 의해 주관

되고 있다.

(3) 중소기업기술이전 프로그램

중소기업기술이전(Small Business Technology Transfer: STTR)프로그

램은 연방정부의 자금에 의해 운 되는 R&D기관(Federally Funded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s: FFRDC) 및 대학들의 공동연구에 

대해 연방정부가 연구개발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서 1994년에 시

작되었다.

제 2 절 기타 국가의 R&D 결과 실용화

1. 일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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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실용화 관련기관

(1)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

JST의 주요목적은 과학기술의 정보확산 및 협력연구를 통해 일본의 과

학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신기술을 창출할 수 있는 인

프라를 구축하고 기술이전을 수행하며, 가능한 연구결과를 널리확산시키

는 것이다. JST의 주요활동은 기초연구, 연구협력, 과학기술정보, 기술이

전, 연구지원, 과학기술에 대한 공공의 이해 증진 등이다.

기술이전 사업은 대학, 공공연구소 및 기타 탁월한 연구결과를 산업계로 

이전하여 신 산업을 육성하고, 인간의 삶과 연계된 과학기술을 실현하는

데 있다.

(2) 일본공업기술원(AIST)과 일본산업기술협회(JITA)

일본산업기술협회(JITA)는 일본 공업기술원(AIST) 산하기관으로 AIST

의 연구결과를 이전하는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AIST는 일본산업표준위원회, 일반 조정부서, 표준화부서, 쯔쿠바연구센

터, 그리고 지역연구소의 5개 조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AIST의 역할은 

산하 15개 연구소의 연구개발결과를 활용․확산시키는데 있다.

(3) 대학의 기술이전사무소

1998년 시행된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

한 이전촉진에 관한 법률”은 기술이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설립에 그 초점을 맞

추고 있다. 이 법안은 기술이전기관의 사업촉진을 위한 조치와 연구성과

를 실용화하는 벤처, 중소기업의 지원으로 나누어진다. 특기할 만한 사항

은 기술이전 사무소를 강제로 설립하지 않고 원할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심사하여 재정적인 측면과 정보적 측면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현재 동

경대학 등 17개 대학에서 기술이전 사무소를 운 하고 있다.

나. 실용화 시스템과 프로그램 현황

(1) 실용화 정책 및 프로그램

일본은 그동안 기술이전 및 실용화사업과 관련하여 신기술사업단법(1961

년), 연구교류촉진법(1986년), 과학기술기본법(1955년), 산업활력재생특별

조치법(1999년)dmf 제정하 다. 1961년 신기술사업단법에 의해서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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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기술사업단(JRDC)을 설치하 고, 1993년 법

을 개정하여 신기술개발 및 기초연구지원 등 업무 역을 확대하 다. 그

후 JICST와 통합하여 1996년 10월 일본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이 설립

되었다. 

일본의 경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유효한 수단인 공동연구를 명시한 국

가차원의 법규는 제정되어 있지 않으며, 대부분의 정부기관들은 산학관 

공동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특허권의 우선실시, 특허권 실시료의 징수 

등을 명시한 공동 연구규정을 자체적으로 구비하여 시행하고 있다.

(2) 실용화 관련 법률

①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1998년 5월에 공포되어 8월 1일에 시행된 이 법률은 기술이전 사업을 지

원하기 위한 것이다. 이 법률안은 대학이나 연구소의 기술이전 전담조직

의 설립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일본정부가 기술이전 연결고리 

중 대학내 기술이전 전담조직의 부재로 인해 발명이 활성화되지 못한다

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의 경우 수직적 기술이전에 비해 수평적 

기술이전 활동이 취약하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하겠다.

이 법안은 미국의 기술이전 촉진법 중 필요한 부분을 설정에 맞게 도입

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술이전 기관의 사업촉진을 위한 조치와 연구성과

를 실용화하는 벤처, 중소기업지원으로 구성돼 있다.

② 신기술사업단법

신기술 실용화를 촉진시키기 위해 신기술사업단을 설립하고, 신기술개발 

및 기초연구지원등 업무 역 확대를 목적으로 1996년 10월 일본과학기술

진흥사업단(JST)이 설립되었다. 주요업무는 실용화를 위한 위탁개발 실

시, 신기술의 개발 및 기초적 연구성과 보급, 신기술개발에 대한 기업알

선, 과학기술청 소관의 연구교류 촉진 등이다.

③ 연구교류촉진법

국가와 국가 이외의 자간의 교류촉진을 위한 여러 가지 근거조항, 연구공

무원의 임기를 정한 채용, 외국인의 연구 공무원으로의 임용, 국가 수탁 

연구성과와 관련된 특허발명 등의 실시, 국가가 위탁한 국제 공동연구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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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관한 특허권의 취급, 국유시험 연구시설의 저렴한 제공 등을 규정하

고 있다.

④ 과학기술기본법

일본은 1995년에 과학기술기본법을 제정하면서 기술이전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여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로 얻어진 성과를 산업계로 확산시키기 

위한 기술이전을 정부의 정책 역으로 명시하 다. 정부차원의 기술이전

을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조치로 과학기술정보유통

센터법과 신기술사업단법을 개정하여 과학기술진흥사업단(JST)을 새로 

발족시켰다.

동 법은 국가가 첫째 과학기술데이터베이스 구축, 연구기관간의 정보네트

워크의 구축 등 연구개발과 관련한 정보화 촉진, 둘째 연구자의 교류, 셋

째 공공연구개발, 연구시설 등의 공동이용 등 연구개발에 관련된 교류, 

넷째 연구개발 성과의 공개, 연구개발 정보 제공 등 실용화 촉진에 필요

한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⑤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

1999년에 제정된 산업활력재생특별조치법의 내용은 연구개발자는 발명을 

보고해야 하며(보고의무), 국가가 필요한 경우 국가에게 무상의 라이센싱

을 허락하고(국가의 무상실시권 보유), 국가가 그 발명의 실시가 충분하

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제3자에게 실시할 것을 명할 수 있음(실시권 유

보)을 규정하고 있다.

2. 국 사례

가. 실용화 관련기관

국의 통상산업부(DTI)는 기술이전 네트워크가 그다지 발달하지 못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산학

연계, 초점기술프로그램, 국제기술서비스 프로그램, 기업교육계획 프로그

램, 생명공학 기업화 프로그램 등을 운 하고 있다. 

국방부(MOD)는 국방분야 연구개발성과의 민간분야로의 이전(스핀오프) 

또는 민수용 기술의 국방분야 이전(스핀온)dmf 통해 국방 R&D가 갖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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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상업적 잠재력을 적극 개발하며, 민간부문의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국의 BTG(British Technology Group)는 1981년 통산부(DTI)산하의 

공기업으로 설립되었으나, 1991년 민 화되었고, 1995년 증권거래소에 상

장되었다. 이 기관은 1948년 발명진흥법(Development of Innovation Act 

1948)에 따라 설립된 국립연구개발공사(NRDC)와 1975년 산업투자자금관

리기관으로 설립된 국립기업원(NEB)을 모체로 설립되었다. BTG는 대학, 

연구기관을 대상으로 상업화할 수 있는 유망기술을 선정하여 이를 평가

하고, 특허출원과 상관없이 연구단계부터 생산단계까지 모든 기술을 평가

하고 재검토한다. 매년 수백개의 새로운 기술을 검토하는데 그중 100여개 

정도의 실용화할 유망기술을 선정한다. 선별한 기술을 특허출원하여 법적

으로 보호하며 특허 유효기간은 20년 동안 지속된다. 기술이전 대상 기술

은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절반씩 차지하고 있다.

나. 실용화 시스템과 프로그램 현황

국 산업기술개발정책의 기본방향은 산업경쟁력 강화를 기본 목적으로 

두고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국가 연구개발프

로그램에 있어서는 단순히 과학지식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만으로는 부족

하고, 국민생활의 질 향상과 산업경쟁력의 강화 등에 명시적으로 공헌해

야 예산이 주어진다.

이와 같은 정책기조를 반 하여 통상산업부(DTI)는 지난 85년에 연구개

발에 관한 지원방침을 과거의 개별기업 연구위주에서 공동연구위주로 바

꾸었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학계의 폐쇄주의 및 기술경시 경향을 타파하

고 산학공동에 의한 자원활동을 장려하며, 산업계의 연구개발투자를 촉진

하고, 벤처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 등을 구체적인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

다. 또한 연구개발에 대한 지원을 담당하는 과학․공학연구회의(SERC: 

Science and Engineering Research Council)도 산업기술과 관련된 지원

에 대해서는 산학공동연구를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상

산업부와도 긴 한 협조체제를 유지해 왔다.

3. 독일 사례



- 209 -

가. 실용화 관련기관

(1) 프라운호퍼연구회(Fraunhofer Gsellschaft)

프라운호퍼연구회는 2차 대전 후 독일 산업체의 부흥을 위한 기술의 전

파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수요에 맞춘 응용 및 실용화 연구를 목적으로 과

학기술처 산하 재단법인으로 1949년 설립되었다. 본부는 독일 Munich에 

있으며, 독일 전역에 47개 산하 연구소와 미국, 아시아 등 세계 각국에 

지사를 두고있는 유럽내 응용기술분야의 최대 연구소이며, 정부차원의 독

일 기술이전기관을 대표하는 기관이다. 예산은 약 1조3,000억마르크(1996

년)이고 재원은 각각 정부(연방정부 90%, 지방정부 10%), 공공프로젝트, 

산업체로부터 각각 1/3정도 지원을 받으며, 산업체로부터의 재원은 

1/2dltkddl 중소기업과의 계약연구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활동의 특징은 개발기술을 즉각 산업계로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경

쟁전 연구(pre-competitive)가 중심이며, 첨단산업 분야는 대기업과 이루

어진다. 과거에는 기술공급중심(technology push)이었으나 현재는 수요중

심(demand pull)으로 전환되었다. 기업으로부터 수탁연구는 기초적인 연

구와 응용연구가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에서 연구비의 투자결과를 바탕

으로 계약하게 되며, 기업과의 연구는 기간이 1-2년 정도로서 제품화할 

수 있는 과제들이다.

(2) 슈타인바이스 재단(Steineis Stifung Foundation)

슈타인바이스재단은 중소기업으로의 기술이전과 벤처기업 육성 등 과학

과 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방안으로 1971년 설립되었으며, 1983년 현재의 

기능 중심으로 재편되었다. 현재 이 재단에는 과학기술자, 행정원, 학생 

등 약 4,000명(01년말)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연간 약 2만건(01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독일전역에 설치된 380여개(98년)의 지역 슈타인바이스 이전센터들이 실

질적인 기술이전을 담당하고 있다. 지소에는 2명(산업체 경력자, 교수)의 

책임자를 둘 수 있으며, 주 정부에서 출자했지만 운 은 민간형태로 초기

에서부터 정부지원은 없었다. 슈타인바이스재단은 어떤 특정기술이나 문

제만을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요구 및 현안문제에 따라 고객중심

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유연하고 다각적인 방식에 기초한 서비스를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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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기술이전에 있어서도 대학측의 시각에서 대학의 연구결과를 판매하

는 것이 아니라, 기업의 요구 및 수요에 부응하여 산업체의 문제해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슈타인바이스재단은 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기

술적인 문제 뿐만 아니라 경제 전 분야에 걸친 문제에 대해서도 적절한 

해법을 제공한다.

기술이전센터는 320명의 전문가들과 25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구축한 

신뢰를 바탕으로 신뢰를 바탕으로 신기술 개발 및 응용과 관련된 기업의 

요구에 대해 적극적이고 유연한 방식으로 효율적인 기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국제기술이전에 대한 지원은 전세계적인 네트워크를 통해 

세계 각국과의 신기술분야 계약, 연구결과의 응용, 시장개척, 공동투ㅏ, 

라이센스계약 등에 대한 서비스의 제공으로 이루어진다.

나. 실용화 시스템과 프로그램 현황

독일은 산학연간의 상호 접한 연계․협력체제를 바탕으로 전국적인 연

계조직을 가지고 있는 프라운호퍼연구회와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같은 

기술이전기관들을 통해 기술이전 및 확산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국가 전

체적으로도 이러한 기술이전기관들 뿐만 아니라 전문화된 기관들이 유기

적이고 효율적으로 잘 운 되고 각 부문간 인력수급도 원활히 이루어지

고 있다. 주요한 기술이전 방식은 공공 연구결과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공

공연구소나 대학과 산업체간의 공동 연구개발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독일의 대학들은 교육과 기초연구뿐만아니라 엔지니어링 관련 대학을 중

심으로 기술이전 및 응용연구를 상당히 많이 수행하고 있다. 즉 독일의 

대학들은 특허출원, 기술이전센터, 산학협력기관, 연구센터, 인큐베이터, 

연구단지 등의 설립을 통해 산업과 보다 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민간기업으로의 기술이전에 광범위한 참여를 하고 있으며, 기술이

전을 용이하게 하는 다양한 메카니즘이 개발된 상태이다. 산업체의 유능

한 연구자를 교수로 임명하는 오랜 전통에 의해 산업체와의 장기적이고 

긴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독일의 대학들은 많은 기술이전센터들을 가지고 있지

만 그 주요 기능은 중소기업들과 교수들간의 연계강화를 위한 것일 뿐 

라이센스나 특허활동과는 관련되어 있지 않다. 기관의 자금에 의해 지원



- 211 -

된 대학의 연구결과에 대한 권리가 기관이 아닌 교수나 발명자에게 주어

짐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이러한 활동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

다.

4. 프랑스 사례

가. 실용화 관련기관

(1) 국립연구실용화센터(ANVAR)

ANVAR는 대학, 연구소 등이 개발한 기초 연구결과를 기업에 이전하고 

이 연구결과를 기업이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응용 연구개발을 지원하기 

위하여 1968년에 고등교육연구부(Ministry of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및 기업경재개발부(Ministry of Enterprise and Economic 

Development)의 산하기관으로 설립되었다. 주요기능으로는 기술혁신촉진, 

기술이전촉진, 기술협력 프로젝트 지원 등이 있다.

기술혁신촉진사업은 중소기업 및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이 희망하는 

기업주도의 기술개발과제를 상향식(bottom-up)으로 도출, 계약․지원한

다. 기술협력 프로젝트 지원사업은 전세계의 파트너탐색과 시장진출과 관

련된 정보제공 및 자문과 외부전문가 자문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프랑스의 기술확산 네트워크, EU의 지원, 다른 협력기관과 연

계한 지원이 이루어진다. 기술이전 촉진사업에는 기술이전 촉진을 위해 

연구자와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기술시장을 운 하고 있다.

ANVAR는 연구기관과 중소기업을 연계해 적극적으로 기술이전을 하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지원하며, 기술제공자(공공연구기관, 기

술센터, 민간기업 등)에게는 연구결과가 실용화될 수 있도록 적극 유인하

는 한편, 기술수혜자(중소기업)dprpsms 신기술 실용화의 타당성 및 시장

성 조사, 시장점유율 등을 분석하여 지원함으로써 기술이전의 위험성을 

경감시키고 있다. 연구자와 기업간의 기술이전을 알선하고 중소기업의 연

구개발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연구인력 고용에 대한 자금도 지원

하다. 기술판매자와 기술구매자와의 합의에 의해 기술내용 및 라이센스가 

기업으로 인전될 때 ANVAR에서 재정적 지원을 한다. 또 기술이전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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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중소기업과 연구계약을 맺는 연구 전문회사 등에 일부 자금지원을 한

다.

(2) 프랑스 혁신기술이전센터(FIST)

프랑스의 연구부 및 산업부에 의해 1992년 설립된 FIST는 공공자금으로 

설립된 민간기업으로 공공부문에서의 수익성 있는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FIST의 역할은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과의 라이센스 제

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FIST의 역할은 기존기업 또는 신규기업과의 

라이센스 체결을 통한 프랑스 교육기관, 산업, 개별 연구결과의 평가 및 

활용에 있으며 동시에 국제 기술이전을 촉진하고 있다. 

주요 업무로는 혁신적인 제안서의 선정, 프로젝트 활용전략, 프로젝트의 

활용계획,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지원서비스 등이 있다. 각 업무는 각 개

별적으로 진행되며, 제출된 제안의 약 50% 정도가 ANVAR로부터 자금

을 지원받는다.

(3) 국립 정보․자동화 연구소(INRIA)

산업계와의 연계 활동이 매우 활발한 INRIA는 본래 기능인 컴퓨터와 기

기제어분야에서의 기초․응용 과학연구 수행과 아울러 연구결과의 이전

을 위해 많은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나. 실용화 시스템과 프로그램 현황

프랑스는 임무지향적인 기술확산시스템을 가진 국가이면서 동시에 특정

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확산정책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알려져 있다. 연

구결과의 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프랑스 산업부가 지역산

업․연구․환경부와 함께 운 하고 있는 기술확산프로그램(ATOUT)과 

기술이전 지방화자금(FRATT)이 있다.

ATOUT는 전자부품, 소재, 정보통신, 생산기술(레이저용접기술, 절단기

술, 조립․분해기술 등)의 4대 중점 육성분야의 기술발전을 위해 중소기

업제품 생산조직의 경쟁력 향상을 목표로 금융지원을 하는 프로그램이다. 

지원방식은 프로젝트의 타당성 조사단계와 프로젝트의 실현단계(생산 투

자는 제외)의 프로젝트를 구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확산의 초기단계에 

대해 지원하는 형태이다. FRATT는 중소기업과 공공․민간 연구소간 공

동연구를 유인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한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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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이다.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공공 및 민간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의 상호협력을 지원한다.

프랑스의 공공부문 연구결과 확산은 주로 공공연구기관이 자회사를 설립

하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다. 기술이전에서도 민간기업의 경우는 관련 사

항을 거의 발표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공공 연구기

관의 연구결과에 대해 실용화를 하고자 하는 사업가나 벤처자본가가 별

로 없는 실정이다. 공공 연구기관은 주로 기초연구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연구결과의 실용화, 제품화 연구에는 적합하지 않은 체제이므로 

자회사를 두고 첨단기술개발, 실용화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러나 이들 자회사들 역시 외부주체들과의 공동연구수행은 거의 하지 않

고 있다.

5. 우리나라 사례

가. 실용화 관련기관

(1) 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Technology Licensing Office)

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www.otl.or.kr)은 수도권에 소재한 정부출

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등이 기술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2002

년 1월 공동 구성한 기술이전 전문조직이다. 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

엄은 과학기술부가 선정·지원하며, 경쟁력 있는 기술과 노하우를 축적·보

유한 공공연구기관이 직접 기술을 이전하므로 최고의 공신력을 가지고 

있다.

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은 크게 8가지 주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주요 사업은 공공기술이전 인프라 구축, 공공기술이전 정책연구, 사업

화 유망기술 발굴, 기술평가·사업화 촉진, 기술마케팅, 국내외 기술인력 

교류 활성화, 국내외 기술중개·이전,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이전 전문이

력 양성이다. 이를 위해 기술이전 전과정에서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도

록 [그림 2-1] 과 같이 국내외 기술이전 관련기관 및 사업화 지원기관과

의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성하 다. 현재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에는 크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민간연구기관, 그리고 기술거래/평가기관의 4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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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주체에 의해 구성되어 있다.

[그림 2-1] 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 네트워크

현재 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은 6100여건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며, 그 분포는 [그림 2-2] 와 같다.

[그림 2-2] 수도권 공공기술이전센터 보유 기술 현황

수도권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엄은 국가미래기술수요에 따라 전략적으로 

추진되는 국가연구개발 사업 수행결과 개발된 우수기술을 보유하고 있으

며, 컨소시엄 참여기관이 보유한 기술에 대해 객관적인 분석과 분야별 최

고 전문가의 평가를 거쳐 사업화 유망기술을 엄선하여 이전하게 된다. 이

와 함께, 단순한 기술거래나 매매가 아닌 「기술개발·공급 → 기술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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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화」까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며, 전담 기술이전관리자와 

전담 기업컨설턴트가 기술이전 과정은 물론 사후관리까지 책임지고 있다. 

기술이전이 되었을 때에는 이전 이후 시제품 제작, 자금, 경 컨설팅 등 

이전기술의 사업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정부 지원 사업과 연계해 주

고 있다.

(2)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교류센터(KAIST Center for Technology 

Transfer & Licensing)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교류센터(www.cttl.or.kr, 이하 KAIST CTTL)

은 [그림 2-3] 과 같이 대덕밸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출연연구원과 대학 

등의 연구개발성과가 산업계로 흘러 들어가 상업적 성공을 이루고 이를 

통해 우리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술이전 촉진 및 사업화 확산

을 도모하기 위해 2001년 설립되었다. 

[그림 2-3]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교류센터 개념도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교류센터는 1) 정부출연(연) 및 대학의 우수연구

성과의 민간기술이전 활성화에 따른 국가경제 경쟁력 향상, 2) 우수기술 

및 수요자발굴 연계사업화로 연구자 개발의욕 고취 및 기업경쟁력 강화, 

3) 기술평가 및 기술이전모델 개발, 4) TLO기술이전활동 지원과 체제구

축으로 기술이전활동 효율화 및 기술이전 극대화를 사업목표로 하고 있

다.

이를 위해 크게 기술관리, 기술평가, 기술마케팅 3분야에 역량을 집중하

고 있으며, 이전가능기술 발굴 및 평가, 수요자 중심의 기술 DB 구축 및 

운 , 기술이전 계약관리 (기술료 관리), 기술이전 담당인력 교육 및 세미

나, 참여기관의 기술이전 제도 정비, 기술거래 및 활동 촉진을 위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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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의 주요 업무를 [그림 2-4]에서처럼 단계별로 수행하고 있다.

[그림 2-4] 한국과학기술원 기술이전교류센터 단계별 사업현황

나. 정부 출연 연구소 연구성과 실용화 사업

(1) 한국정보통신연구소(ETRI)

한국정보통신연구소는 연구성과의 실용화를 위하여 한국정보통신연구소 

창업지원센터(ETRI TBI)를 설립하여 벤처 창출을 유도/지원하고 있으며, 

연구소 자체적으로 ETRI 기술거래마트(http://technomart.etri.re.kr/)를 통

하여 기술이전 및 라이센싱을 추진하고 있다. 

ETRI TBI는 1998년 9월부터 1998년 12월까지 창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

을 위한 창업보육실, 최적의 사무 환경, 기술개발 및 경 인프라 등 제

반 기반시설 구축하여 1998년 12월 개소하 다. 이후 창업지원센터의 기

반시설을 토대로 운  프로그램의 수정 보완, Know-how심화 등의 질적 

성숙단계를 거쳐 창업지원센터의 양적, 질적 고도화를 통한 발전을 거듭

하 다. 그리고 최근에 이르러서 창업지원센터 운 의 자립 및 국제화 단

계에 도달하게 되었다. 2002년 12월 현재 ETRI TBI 는 19,051평의 면적

에 28개의 벤처기업이 입주 해 있다.  

[그림 2-5] 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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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RI TBI에서는 [그림 2-5] 와 같이 크게 기술 지원 및 경  지원의 두 

가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중 애로기술 지원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운

되고 있다. 첫번째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내 정보화기술연구소를 중심으

로 기술지원 인력 및 경 지원 인력으로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 하고 있

다. 산업계 연구개발 및 기술지원 경험이 풍부한 원내의 분야별 전문기술

인력을 활용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1인

1사 전담 기술지도연구원제 수행하고 있다. 

두번째로 핵심애로기술 발굴 및 지원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이 신청한 애

로기술의 분야 및 난이도별로 해당 전문가를 통해 집중적 기술지원을 하

고 지원실적 만족도 평가에 의한 성과 및 문제점 분석 등 피드백 체제 

구축하 다. 또, 상시 애로기술 신청/상담창구 운 하여 입주한 기업들이 

언제라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 으며, ETRI 및 전자부품종합연

구소, 정보통신연구진흥원의 활용가능 전문가를 선정하여 애로기술 요청

기업과 기술지도 전문가간의 상호 협의하여 애로기술을 지원하는 적극적

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ETRI 내의 센터들과 연계하여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IT SoC센터, RF시험지원센터 및 RF기술교육센터와 연계하여 기술을 지

원 중이다. IT SoC센터에서는 ASIC 설계용 S/W TOOL 및 설계 방법론 

교육 등 ASIC 설계 교육을 진행중이며, 이와 병행하여 ASIC 설계 및 시

험 환경을 제공하고 전문가를 통한 ASIC 기술을 지원하고 있다. RF시험

지원센터에서는 RF 관련 부품, 모듈, 시스템 등의 측정기술 개발 지원, 

RF 개발 제품의 시험지원 및 측정기술 교육, RF 시험기준 표준화 정보 

제공 및 선진국의 인증규격 자료 및 시험기술서 발간 및 제공을 하고 있



- 218 -

다. RF기술교육센터에서는 RF 관련 설계용 S/W TOOL 및 설계 전문교

육을 진행 중이다.

[그림 2-5] ETRI TBI 의 경 지원 체계

기술 지원 이외에 ETRI TBI 에서는 [그림 2-5] 와 같은 체계를 갖추고 

경 지원도 함께 실시하고 있다. 기업의 회계, 법률, 마케팅 등 전문가를 

통한 경  컨설팅 지원, 기업 경  관련 특허, 세무 등의 무료 세미나 지

원, 기술창업 상담 및 사업계획 자문 지원, 국내외 벤처캐피탈 연결 지원, 

창업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기업 홍보 지원, 기술 및 시장 동향 등의 

각종 정보 지원을 통하여 TBI 내의 기업들이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

도록 돕고 있다.

현재 이러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기술진흥팀이 구성되어 운 되

고 있으며 총 1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인원은 주로 기술 지원의 업무

를 수행하고 있으며, 경  지원의 경우 외부 인프라를 아웃소싱을 통해 

활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ETRI 기술거래마트는 ETRI에서 개발되는 기술을 분야별, 기

술품목별로 분류하여 해당 기술의 기술이전 및 판매를 추진하고 있다. 그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면, 분야별 분류는 반도체·원천 기술 연구. 네트워

크연구, 전파방송연구, 이동통신연구, 컴퓨터소프트웨어연구, 정보화기술

연구, 그리고 정보보호연구의 7가지 분야로 구분하고 있으며, 인터넷기술, 

광통신기술, 무선통신기술, 디지털방송, S/W 컨텐츠기술, 컴퓨터기술, 정

보보호기술, 정보가전기술, 핵심부품기술, 그리고 정보통신원천기술의 10

가지로 구분하여 각 기술들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술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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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원활한 실용화를 위하여, 2차전지기술, 음성인식기술, 강유전체 

기술등 여러 기술이 복합적으로 활용되는 분야의 경우 해당기술을 패키

지화 하여 실용화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기술이전총괄, 특허라이센싱총괄의 2부문으로 조직을 관리하

고 있으며 10명의 전담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에는 1명의 변리사

로도 포함되어 있다. 이와 함께 웹사이트를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기술이

전에 대한 컨설팅 업무를 지원함으로서 기술이전을 받거나, 특허 라이센

싱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손쉽게 해당 내용에 대해 문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한국화학연구원(KRICT)

한국화학연구원은 우리나라 화학 기술 분야에 연구 개발 및 그 성과의 

보급을 주임무로 하여 1976년 9월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출연 연구 기관

으로는 최초로 선진국의 일류 기업에 첨단 기술 특허실시권을 양도하

을 뿐만 아니라 해외의 기술료 수입과 국내에서 신약과 농약 후보 물질

의 물질특허를 보유하는 성과를 올리고 국내 화학 산업 기술에서 전공정 

개발에 성공하는 등 우리나라 화학 산업 발전과 산업계의 연구 개발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중추적인 정부 출연 화학 분야 전문 연구 기관으로 

성장하 다.

현재 한국화학연구원은 이러한 연구 성과의 산업체 이전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하여 연구소 내에 기술마케팅실을 운 하고 있으며, 

현재는 2명의 인력으로 운 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은 연구성과의 효과적인 기술이전을 위하여 전기전자, 소

재, 생명과학, 환경, 의약학, 식품농수축산, 화학/화공, 및 에너지/자원/원

자력의 6개 기술분류로 구분하여, 생물화학연구부, 생명의악연구부, 화학

소재연구부, 화학기술연구부, 응용화학연구부의 5개 기술이전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와 함께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선별한 추천기술을 공

지하며, 산업체에서 효과적으로 기술을 탐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한국화학연구원의 기술이전 절차는 [그림 2-6] 과 같다. 세부 내용을 살

펴보면, 첫째, 한국화학연구원 보유기술에 대하여 외부 제3자의 사용, 활

용 및 기업화 요청이 있을 경우 기술마케팅실 또는 당해 연구책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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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희망자와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검토하고 의견을 청취한다.

둘째, 기술실시 희망자가 있을 경우 해당기술의 연구책임자는 기술마케팅

실에 기술실시계약체결을 의뢰한다.

셋째, 해당기술의 연구책임자와 기술마케팅실은 실용화 가능성에 대해 사

전 조사하고 적정 기술료 수준 등을 협의한다

마지막으로, 기술마케팅실은 해당 연구책임자와 협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기술실시희망자와 기술료 등 기술실시 계약조건을 설정한 후 원장의 승

인을 얻어 계약 체결하게 된다.

[그림 2-6] 한국화학연구원 기술이전 절차

이때, 한국화학연구원에서는 전용실시권을 기술이전의 기본 원칙으로 하

되 시장규모, 기술수요, 기술료의 상환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통상실시권

을 설정도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기술이전의 대상으로는 한국화학연구원이 

단독 혹은 타 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그 사용권리를 보

유하는 지식재산권과 Know-How을 주로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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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진국 양성자가속기 연구기관의 기술이전

1. Stanford Linear Accelerator Center(SLAC)

Stanford 대학의 입자가속기를 기반으로한 연구를 수행하는 SLAC 는 다

양한 기술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SLAC은 Technical, Research, 

SSRL, Business Service, ES&H Division 의 총 5개의 Division 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중에서 Business Service Division 에서 Technology 

Transfer 담당하고 있다. SLAC은 매년 약 $116 million 의 예산으로 운

되고 있다.

SLAC은 해당 기관 내에 Office of Technology Transfer(OTT)를 운 하

며 활발한 기업연계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SBIR/STTR Program을 Funding 기회로 활용하여 연간 $800,000을 제공

받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연간 6-8건의 SBIR 프로젝트 수행하고 있다. 

SLAC OTT의 주요 업무는 Business Division 하의 Technology 

Transfer에 3명의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Stanford 대학의 OTL과 연

계하여 기술이전 업무를 주로 처리하고 있다.

2. Lawrence Berkeley National Laboratory(LBL) Technology Transfer

Berkeley 대학의 입자가속기를 기반으로한 연구를 수행하는 LBL 은 다

양한 기술이전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LBL 은 유명한 물리학자인 

Lawrence을 기리며 설립된 연구소로서 1931년 개원이래 9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한 세계 유수의 연구소 중 한곳이다. 2002년 현재, $480억

의 예산과 4300명의 직원, 1000명의 학생으로 운 되고 있다. 주로 항공

우주, 생물학, 나노과학, 환경공학, 및 에어지 시스템 분야 등에 연구가 

집중되어 있다.

LBL은 입자가속기를 통해 확보한 기술의 원활한 기술의 이전을 위하여 

TT(Technology Transfer)를 운 중이며 다음과 같은 4가지 Mission을 

가지고 운 되고 있다.

① Promotes the use of Berkeley Lab technology to benefit society 

through licensing Lab inventions to companies capabl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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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fully commercializing them.

② Supports the research mission of the Lab by finding industry 

partners to sponsor Lab research and through generating 

licensing income that supports future Lab research.

③ Earns a fair return and recognition for the Lab and inventors.

④ Contributes to regional and national economic development. 

LBL TT는 5명의 전문적인 Manager가 활동 중이며, 이 중 2명은 

Marketing과 Licensing 전문가이다. 해당 전문가를 중심으로 Marketing 

& Licensing Team이 별도로 운 되며 팀원들 역시 각 분야 경력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LBL TT는 지난 5년간 총 140개의 US 특허와 30개의 해

외 특허를 출원하 다. biotechnology, energy, nano-technology, IT, 

materials discovery, semiconductor manufacturing, and health의 분야에

서 총 85개의 라이센싱 계약을 체결하 다. 이와 더불어 총 150개의 소프

트웨어 라이센싱을 체결하 으며, 35000 개의 무료 라이센싱을 체결하

다. 이와 함께 지난 10년간 총 150건의 연구계약을 통하여 $100 million

의 수입을 얻었다. 이러한 성공비결은 크게 2가지로 TT 는 정리하고 있

다. 첫째, 기술 라이센싱을 위해서는 확보된 기술의 홍보가 매우 중요하

다. 둘째, 이미 확보한 기술을 외부 기업이 접근하기 쉽도록 마케팅하는 

것이 중요하다.

3. Argon National Laboratory(ANL)

1946년, University of Cicago 의 Department of Energy 내에 설립된 미

국 최초의 National Laboratory인 ANL (Argon National Laboratory)은 

미국 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연구소 중 하나이다. 4000여명의 직원과 

4000여명의 연구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558 million 정도의 예산

으로 운 되고 있다. 초기에는 핵반응에 대한 연구로 시작하여 현재 다양

한 분야의 연구 수행하고 있다.

ANL의 기술이전에 관한 업무는 ANL Technology Transfer가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의 Mission을 가지고 운 되고 있다.

Enhancing the Laboratory's research and development progra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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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federal, national, and international research needs, and 

increasing the worldwide competitiveness of U.S. industry 

ANL Technology Transfer의 주요 활동은 크게 5가지로 정의 될 수 있

다. 첫째, Cost-shared research and development, 둘째, Reimbursable 

R&D, 셋째, Licensing, 넷째, Technical assistance, 마지막으로 다섯

째, Personnel exchange로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업무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ANL TT의 활동을 분석해 

보면, Technology Transfer Program 의 성공을 위해 Customer 

Satisfaction 을 측정하고, 그 내용을 Program 에 대한 피드백을 반

하며, ANL 보유 기술에 특화된 Techline 이라 불리는 기술 연결 프로그

램을 실시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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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 계획 분석

제 1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 계획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은 21세기 산업기술의 초석이 될 원자 단위의 

첨단 가공기술과 분석기술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으며, 다음 세대

의 나노기술과 바이오 기술을 꽃피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물리학, 

과학, 생물학 등 기초과학을 증진시키며, 재료 과학 및 원자력 기술 이용

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양성자기반공학기술 및 이를 다루

는 장치의 개발을 위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단은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단으로  [그림 3-1] 과 같은 사업추진 일정으로 출범하 다.

[그림 3-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사업추진 일정

- 연구기획및관리

- 가속장치인허가

- 고출력고주파원개발

- 저에너지장치개발

- 양성자가속기이용자프로그램

- 통합시스템

- 부지선정및시설공사

사업단, 통합시스템, 기술지원

실용화센터
(장치응용및기능성신소재개발)

- 빔이용시설구축및운영

- 인공우주방사선환경재현

- 고속스위칭전력반도체

- 신종유전자원개발

- SOI 웨이퍼제조기술개발

장치응용및빔이용기술개발

- 중에너지장치개발

- 빔수송및덤프개발

- 고에너지가속장치기초기술개발

- 중에너지기술개발

가속장치개발

사업 부지선정 설계완료및 20MeV장치 부지내 20MeV 이전 60MeV 장치 100MeV장치 사업종료
착수 공사착수 제작완료 관계시설준공 설치, 빔인출 설치완료 설치완료및

100MeV 빔인출
사업주요일정

10987654321
제3단계제2단계제1단계

연구수행내용

20MeV 가속장치 60MeV 가속장치 100MeV 가속장치
KAERI Site로이전

장치응용및저에너지빔이용 20MeV 양성자빔이용이용시설
이용시설 100MeV 양성자빔이용

20MeV 빔인출

선정 허가,설계 시설공사 가속터널공사

20MeV인허가 20MeV사용전검사
100MeV인허가

100MeV사용전검사

20MeV 빔이용시설
100MeV 빔이용시설

이용시설건설

구축, 운영 이전설치 구축, 운영

100MeV 빔인출

- 연구기획및관리

- 가속장치인허가

- 고출력고주파원개발

- 저에너지장치개발

- 양성자가속기이용자프로그램

- 통합시스템

- 부지선정및시설공사

사업단, 통합시스템, 기술지원

실용화센터
(장치응용및기능성신소재개발)

- 빔이용시설구축및운영

- 인공우주방사선환경재현

- 고속스위칭전력반도체

- 신종유전자원개발

- SOI 웨이퍼제조기술개발

장치응용및빔이용기술개발

- 중에너지장치개발

- 빔수송및덤프개발

- 고에너지가속장치기초기술개발

- 중에너지기술개발

가속장치개발

사업 부지선정 설계완료및 20MeV장치 부지내 20MeV 이전 60MeV 장치 100MeV장치 사업종료
착수 공사착수 제작완료 관계시설준공 설치, 빔인출 설치완료 설치완료및

100MeV 빔인출
사업주요일정

10987654321
제3단계제2단계제1단계

연구수행내용

20MeV 가속장치 60MeV 가속장치 100MeV 가속장치
KAERI Site로이전

장치응용및저에너지빔이용 20MeV 양성자빔이용이용시설
이용시설 100MeV 양성자빔이용

20MeV 빔인출

선정 허가,설계 시설공사 가속터널공사

20MeV인허가 20MeV사용전검사
100MeV인허가

100MeV사용전검사

20MeV 빔이용시설
100MeV 빔이용시설

이용시설건설

구축, 운영 이전설치 구축, 운영

100MeV 빔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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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21세기 미래 원천기술을 개발하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며,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는 양성자가속기를 개발하

고, 양성자 빔 이용기술과 장치응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2년 7월 

본 협약 체결을 통해 조직되었다. 10년 간 총 사업비 1285억이 투자되는 

본 사업은 구체적으로 100MeV, 20mA 선형 양성자가속장치 개발, 양성

자 빔 이용기술과 장치응용기술의 확보, 개발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 

벤처기업 창출기반 조성이라는 3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

다.

향후 10년 간 추진될 본 사업에서는 [그림 3-1] 에서와 같이 총 3단계로 

나뉘어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제 1단계인 2002년부터 2004년까지

는 DTL(Drift Tube Linac) 가속장치 핵심기술 개발, 20MeV 양성자 가

속장치 완성, 저 에어지 빔 이용 및 장치 응용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저 에너지 빔 이용 및 장치 응용 기술 개발은 기능성 신소재 개발, 

Ion-cut 에 의한 SOI 웨이퍼 제조기술 개발,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로 정

의된다. 제 2단계인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DTL(II) 가속장치 핵심기

술 개발, 60MeV 양성자 가속장치 완성, 20MeV 빔 이용기술 개발(I)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 2단계에서 20MeV 빔 이용기술 개발을 통하여 신

종 유전자원 개발(I), 고속스위칭 전력반도체 기술 개발,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시설 개발 및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 기술 개발 연구(I), 그

리고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II)을 함께 추진학 된다. 본 사업의 마지막 단

계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추진될 3단계에서는 SCL(Super-Conducting 

Linac) 가속장치 핵심기술 개발, 100MeV 양성자 가속장치 완성, 

100MeV 빔 이용기술 개발을 통해 신종 유전자원 개발(II), 인공 우주방

사선 환경 재현 시설 개발 및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 기술 개발 연구

(II), 그리고 이용자 프로그램 개발(III)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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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조직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그림 3-2]에서 보는바와 같이 3개 팀, 

1개 랩, 2개의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

업단의 업무는 사무국과 3개 팀, 1개 랩에 의해 추진된다. 사무국은 사업

단 

기획업무, 사업단 행정지원업무, 사업유치기관관련업무, 사업유치기관과의 

협약관련업무, 사업유치기관과의 행정관련업무, 연합대학원대학 관련업무 

등을 처리한다. 가속기 개발팀은 가속장치개발분야 연구개발업무를 담당

하고 있다. 가속기 건설팀은 사업통합시스템관리 및 기술지원, 건설공사 

관리, 사업유치기관관련업무, 사업유치기관과의 건설 및 기술지원 관련업

무, 가속기 및 부대시설 운 업무를 수행한다. 실용화팀은 실용화 기획 

및 센터 운 , 가속장치 및 빔 응용 실용화 기술개발업무, 실용화 과제수

행업무, 사업유치지역과의 실용화프로그램 관련업무를 수행한다. 마지막

으로 빔 이용 lab 은 빔 이용시설 구축 및 운 , 빔 이용분야 연구개발업

무, 이용자프로그램 개발 및 운 을 담당한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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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단은 위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22개 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각 

팀은 사업단 자체에서 수행하는 과제와 외부 수행 과제를 적절하게 조율

하여 수행하고 있다. 현재 과제 수행 현황은 [표 3-1]과 같다.

[표 3-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부서별 소관 과제

조직 소관과제 비고(협조부서)

가속기 개발팀

■ 저에너지 가속장치 개발

■ 저에너지 가속장치 전원계통 개발

□ 고출력 고주파원 개발

□ 양성자가속장치 제어기술 개발

□ 저출력 고주파 시스템기술 개발

□ 양성자가속장치 빔 계측기술 개발

□ 빔 수송계통 개발

□ 빔 덤프 개발

□ 가속장치 차폐기술 개발

빔 이용 lab

빔 이용 lab

가속기 건설팀

가속기 건설팀
■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 건설공사 관리

실용화팀

■ 실용화 기획 및 센터 운

■ 고분자재료 대전방지용 표면처리기술 개발

■ 정 금형 이온빔 표면연마기술 개발

■ 이용기날 내구성향상 표면처리기술 개발

빔이용 lab

■ 빔 이용시설 구축 및 운

□ 양성자가속기 이용자프로그램 개발 및 운

□ Ion-Cut에 의한 SOI 웨이퍼 제조기술 개발

□ 양성자 이온빔을 이용한 환경친화적 유용유전

자원 개발

□ 양성자 빔을 이용한 고부가가치 화훼류 및 채

소류 신품종 개발과 변이체 해석

□ 양성자 균일조사기술 및 Si-반도체 양성자 유

도결함 분석 및 기술개발

□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재현 시설개발 및 우주부

품 내방사선 시험기술개발 연구

실용화팀

계
22개 과제 (사업단수행: 8, 공모: 13, 종료: 1)■ 는 

사업단 수행과제 □ 는 외부 수행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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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기존 사업의 연장선상에서 산학연 협동

체제 구축을 강화하여 가속장치를 개발하고 개발된 장치와 빔 이용기술

을 활용, 국가 전략분야의 신기술 및 원천기술을 개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실용화 센터를 설치하여 개발 기술들의 조기 산업화 실현, 벤처기반 

창출 및 자립기반을 구축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양성자가속기 유치지역

과의 협력으로 시설을 중심으로 한 테크노 파크를 구현하고 사용자 프로

그램을 구출하여 국내 활용 저변 구축 및 미래 사업을 발굴 할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결국 개발된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여야 할 근본적

인 목표의식을 가지고 조직을 운 하고 있다.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

발사업단에서 고려하고 있는 전체적인 사업추진체계는 [그림 3-3] 과 같

다. 

[그림 3-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사업추진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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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과정을 통해 개발되는 기술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실용화 

프로그램에서 사장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술관리 체계를 갖추고 

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기술 소유권에 대한 분쟁 가능성을 

면 히 검토하여, 낭비적인 기술개발투자를 막고 원활한 사업화를 지원하

는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또 개발에 착수하는 시점부터 그 기술의 기술

이전, 인원 교육 훈련, 홍보, 판매 업 등을 고려한 완벽한 기술관리 및 

품질 관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며, 개발 완료와 더불어 완성된 기술 상품

이 제시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또,  현재 사업화를 목표로 하지 않는 대

용량 양성자가속장치와 같은 경우에도 가속장치를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

적으로 외국에 기술 수출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기술상품으로 제시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기술관리를 병행하고 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실용화 센터를 통하여 이용기날 내구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고분자재료 대전 방지용 표면처리기술, 정  금형 이

온빔 표면연마 기술의 산업화를 추진하고 있다. 현재 재료의 금속, 폴리

머, 반도체 분야, BT(Bio Technology)의 신종 유전 자원 개발, 미생물 

유전공학, NT(Nano Technology)의 가공, 식각, 측정 분야, 양성자가속기 

장치응용의 입자기 기술, 가속기 기술, 중성자 원 기술분야,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반도체 소자 분야, ET(Environmental 

Technology)의 신종 유전자원, 단백질 분석분야, 의료의 동위원소, 재료, 

치료분야, ST(Space Technology)의 부품, 재료, 서비스 분야의 기술들을 

산업화 가능 분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 획득과 산업화 추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화는 주로 이온 빔 기술이나 이온 원 기술과 같은 양

성자 가속기 입사기술을 이용한 기존 공정기술의 향상을 위주로 한 산업

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해당 기술의 경우 독자적으로 핵심기술로서 제품

에 체화되는 기술이 아닌, 제품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제품 제작공정에서 

공정의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부가적인 기술로서의 역할을 주로 하게 된

다. 또, 본 기술들은 매우 고 난이도의 기술로서 해당기술을 원활하게 활

용하기 위해서는 본 기술과 기존의 제품기술과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하

며, 해당 기술을 활용할 수 있도록 기존 장비의 개선 및 신규 장치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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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가 매우 중요하다. 이런 이유로 인하여 현재 상황은 양성자기반공학기

술을 활용한 제품의 출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제 2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기술 체계

원자관련 과학기술패러다임의 변화는 [그림 3-4] 와 같고, 양성자기반공

학기술의 기본원리와 기술체계는 [그림 3-5] 및 [그림 3-6] 과 같다.

[그림 3-4] 원자관련 과학기술 패러다임의 변화

[그림 3-5]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기본원리

미래원자력기술

신 방위 기술

신 의료 기술

전자

빛

핵

고체물리/전자기학

핵 물리

광학

전기/전자 산업
(1930년대이후)

원자력 산업
(1950년대이후)

레이저 산업
(1970년대이후)

20C 과학기술 패러다임

21C 과학기술 패러다임

양성자

중성자 중성자 과학

양성자 공학

중성자 산업
(1990년대이후)

양성자 산업
(2000년대이후)

2020세기세기 패러다임은패러다임은

원자원자((原子原子))로로 부터부터

2121세기세기 패러다임은패러다임은

핵자핵자((核子核子))로로 부터부터
물질정보

생명정보

물질정보

생명정보

미래원천기술

의료기기

광통신

의료기기

광통신

RI 이용

원자력발전

RI 이용

원자력발전

컴퓨터

가전 제품

컴퓨터

가전 제품
e-

핵 핵자

원자 전자

21세기 과학기술은 학제간 경계가 없어지고, 분자 및 원자수준의 연구를 대상으로 함

중성자와 양성자는 이 수준의 관찰과 가공의 수단으로서의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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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 에너지 물질과 양성자와의 반응

∼1 keV

∼ 100 keV

∼ 10 MeV

∼ 100 MeV

스퍼터링(Sputtering) : 분자, 원자 띄어내기

주입(Implantation) : 물체속에 투입됨

핵반응(Nuclear Reaction) : 물질의 원자핵과 반응

핵파쇄(Spallation) : 무거운 원자핵을 파쇄시킴

∼ 1 GeV 소립자반응 : 핵자를 구성하는 중간자 등의 반응

속도

500km/초

5천km/초

5만km/초

13만km/초

26만km/초

+
++

V

직류 : MeV 이하

+

+

+

-

-

-
+
++

V

직류 : MeV 이하

+

+

+

-

-

-

* 빛의 속도 : 약 30만 km/초

주요 이용 분야

• 나노 가공

• 빔 가공

• 표면 개질
• 나노 결정
• 반도체 도핑
• 신종 유전자원
• RI 생산
• 방사선 의료기기

• 중성자 원

• 신종 RI

• 뮤온/뉴트리노 과학

• 핵/입자 물리

양성자 중성자원자 소립자전자

P+ 교류 (고주파) : MeV 이상

ㅣ + ㅣ +

~

++ +

교류 (고주파) : MeV 이상

ㅣ + ㅣ +

~

++ +

* 가속기는 물질을 변화시키고 새로운 물질을 생성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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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기술응용도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은 21세기 산업기술의 초석이 될 원자 단위의 첨단 

가공기술과 분석기술을 제공한다. 이를 통하여 다음 세대의 Nano- 

technology와 Bio-technology를 꽃피울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고, 물리

학·생물학 등 기초과학을 증진시키며, 재료과학에도 새로운 방향을 제시

한다. 20세기에는 원자와 분자를 이해하고 이용하는 시대이며, 원자의 외

각에서 움직이는 전자를 규명하여 전기·전자·화학 산업들이 꽃을 피웠다. 

원자핵을 쪼개면서 에너지를 얻는 원자력발전도 실현되었으며, 원자핵들

을 결합하면서 에너지를 얻는 핵융합도 느리나마 진전되고 있습니다. 또, 

물리학에서는 미시의 세계로 들어가서 원자를 구성하는 핵자들을 쪼개어 

미립자들을 밝혀내고, 물질의 근본을 규명하고자 노력하 다. 하지만 21

BTBT
– 신종 유전자원

– 방사선 미생물학

– 단백질 구조 분석

ETET
– 환경재료 연구

– 핵종변환 연구

핵심
기술
응용

장치
기술
응용

초전도

극
저
온 초

정
밀

가
공

고
주
파

고
전
압

초
고
진
공

가
속

기
설

계
이 온 원

STST
–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기술
– 부품 내방사선 특성평가
– 우주환경에서의 인체의

생화학적 영향 연구

의료의료
– 양성자 암치료

– 의료용 동위원소
– 방사선 수술장치
– 신종 동위원소

양성자 빔
이용/응용
(기술혁신)

양성자
가속기

( 핵심기술 확보)

기술융합

INNOVATIONINNOVATION

산업응용산업응용

• 이온가공장치
• 이온주입장치
•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
• 방사선 계측기
• 방사선 의료장비

국방응용국방응용
• 지뢰/폭발물 탐지
• 전자전 무기체계
• 화학 생물학전 제독기

• 원거리 Radar 시스템

TECHNOLOGY TECHNOLOGY 

Cross Core TechnologyCross Core Technology
& Application & Application 

ITIT
– 고속 스위칭

전력반도체
– 대출력 고주파원

NTNT
– 빔 Nano-Machining 
– 나노입자 형성 및 제어
–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
–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초과학기초과학
– 중간에너지 핵/입자

반응 및 핵기초자료
– 핵자료(고에너지)
– 방사선동위원소빔

BTBT
– 신종 유전자원

– 방사선 미생물학

– 단백질 구조 분석

ETET
– 환경재료 연구

– 핵종변환 연구

핵심
기술
응용

장치
기술
응용

초전도

극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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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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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ST
– 인공 우주방사선 환경

재현 기술
– 부품 내방사선 특성평가
– 우주환경에서의 인체의

생화학적 영향 연구

의료의료
– 양성자 암치료

– 의료용 동위원소
– 방사선 수술장치
– 신종 동위원소

양성자 빔
이용/응용
(기술혁신)

양성자
가속기

( 핵심기술 확보)

기술융합

INNOVATIONINNOVATION

산업응용산업응용

• 이온가공장치
• 이온주입장치
• 이동형 중성자 발생장치
• 방사선 계측기
• 방사선 의료장비

국방응용국방응용
• 지뢰/폭발물 탐지
• 전자전 무기체계
• 화학 생물학전 제독기

• 원거리 Radar 시스템

TECHNOLOGY TECHNOLOGY 

Cross Core TechnologyCross Core Technology
& Application & Application 

ITIT
– 고속 스위칭

전력반도체
– 대출력 고주파원

NTNT
– 빔 Nano-Machining 
– 나노입자 형성 및 제어
– 초미세 성분/구조 분석
– 기능성 신소재 개발

기초과학기초과학
– 중간에너지 핵/입자

반응 및 핵기초자료
– 핵자료(고에너지)
– 방사선동위원소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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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기에서는 핵자와 미립자를 이용하는 광범위한 학문과 기술분야의 새로

운 출현이 예상된다. 핵자와 미립자를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기초 기술이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이다. 이러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은 [그림 3-6]에서처

럼 광범위하게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그 활용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구분되게 된다. 첫째, 첨단 기술의 융합적 적용, 

둘째, 양성자 빔 장치 기술 활용, 마지막으로 셋째, 양성자 빔 이용/응용 

기술개발이다. 이때 첨단 기술의 융합적 적용은 양성자 빔 발생장치 개발

을 통하여 수행하게 되며, 양성자 빔 장치 기술 활용은 [그림 3-6]에서 

나타난 것처럼 산업적 핵심기술을 개발을 통해 수행되며, 마지막으로 양

성자 빔 이용/응용 기술개발은 새로운 기술혁신을 이끌어 냄으로서 수행

된다. 

제 3 절 실용화 현황 및 문제점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실용화 센터를 통하여 이용기날 내구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고분자재료 대전 방지용 표면처리기술, 정  금형 이

온빔 표면연마 기술 등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단 및 학계/연구계의 설문을 통한 산업화 가능 기술을 

탐색하여 Business Idea Map을 작성 중이다. 현재 재료의 금속, 폴리머, 

반도체 분야, BT(Bio Technology)의 신종 유전 자원 개발, 미생물 유전

공학, NT(Nano Technology)의 가공, 식각, 측정 분야, 양성자가속기 장

치응용의 입자기 기술, 가속기 기술, 중성자 원 기술분야, IT(Information 

Technology)의 반도체 소자 분야, ET(Environmental Technology)의 신

종 유전자원, 단백질 분석분야, 의료의 동위원소, 재료, 치료분야, 

ST(Space Technology)의 부품, 재료, 서비스 분야의 기술들을 산업화 가

능 분야로 선정하여 해당 분야의 기술 획득과 실용화 추진을 목표로 추

진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산업화는 주로 이온 빔 기술이나 이온 원 기술과 같은 양

성자 가속기 입사기술을 이용한 기존 공정기술의 향상을 위주로 한 산업

화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당장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출시



- 234 -

하기 위해서는 고 난이도의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받쳐줄 수 있는 주변 

기술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그림 3-7]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산업화 체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산업화는 [그림 3-7]과 같은 체계를 갖

추고 있다. 연구개발을 통해 획득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실용화 센터의 

산업화 타당성 검토 및 양산기술 개발과정을 통하여 참여 기업과 함께 

산업화를 추진하게 된다. 

현재 진행 중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권리를 라이센싱하는 모델과 양성자기반공

학기술을 상업화하고자 하는 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혹은 기술용역 후 기

술이전을 실시하는 두가지 모델로 진행되고 있으며, 주로 후자 쪽인 기술 

획득 후 기술이전에 실용화의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와 함께 실용화를 

추진하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유형은 이온 공학 기술에 기반을 둔 이온

빔을 활용한 제품 개발 혹은 공정 효율 개선에 주로 활용되고 있다.

현재 사업단은 (주)에이빔, 하성 e-sis 및 삼성전자 등과 양성자기반공학

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라이센싱 모델과 기술이전 모델 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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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모두 추진하고 있다.([표 3-2] 참조) 

(주)에이빔과의 실용화 추진은 라이센싱 모델을 통한 실용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주)에이빔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과 이온 빔 기

술 기술실시권 계약을 통해 실용화를 추진하 다. (주)에이빔은 2001년 4

월 경상대학교 기술혁신센터에서 창업한 벤처기업으로 창업자인 김경균 

사장은 초정  가공분야의 전문가로서 현재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김

경균 사장은 지인의 소개로 원자력연구소의 장치개발과정에 참여, 애로기

술을 해결해 줌으로서 인연을 맺게 된 이후 원자력연구소와 상호신뢰를 

구축하며 초정  가공기술의 기술력을 인정받게 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원자력연구소의 이온 원 발생장치의 전용실시권을 획득하 다. 계약은 8

년 간 매출액의 3%를 경상기술료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현재 

(주)에이빔은 획득한 이온 원 발생장치를 활용하여 각 산업에서 필요한 

적용여건에 맞게 이온 원 발생장치를 개발하여 납품하고 있으며 작년에

는 1억 35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하 으며, 향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

다. 

[표 3-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실용화 추진 내용

실용화 모델 라이센싱 기술이전

주요 절차

연구소가 보유한 특허 기

술을 실용화 기업에 라이

센싱하고 실용화 기업이 

사업화 추진

연구소가 실용화 기업의 연

구 용역을 받아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기업이 그 결과

를 바탕으로 사업화 추진

사업단의    

주요 역할

특허기술 보유

라이센싱 추진

기반기술 보유

특정분야 적용 연구

사업단의 수익 로열티 용역비

실용화      

추진 기업
(주)에이빔 하성 e-sis

하성 e-sis와의 실용화 추진은 보유한 기술의 이전을 통한 실용화의 대

표적인 성공사례로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으로부터 이전받은 

이온빔 기술을 이용하여 시장에서 기술주도 형태의 시업화를 추진하 다. 

하성 e-sis는 전 직원 21명, 2002년 매출액 38억, 기술개발인원 3명의 전



- 236 -

형적인 중소기업이며, 주요 사업 분야는 전동이발용품과 애완동물용 이발

용품이다. 현재 월평균 약 3000개의 전동이발용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약 

5000개의 애완동물용 이발용품을 판매하고 있다. 하성 e-sis 는 양성자기

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박재원 박사와  2001년 1월 처음 만난 이후 현

재까지 총 2차에 걸친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다. 본 사례는 사업단 측에

서 하성 e-sis 에 기술 제공을 통한 제품 성능 향상의 가능성을 먼저 제

시한 시장주도의 산업화 형태의 프로젝트이다. 1차 프로젝트가 2001년 3

월부터 2002년 2월까지 1년 간 수행되었으며, 양성자 주입을 통한 이용기 

날의 경도 강화를 목표로 하 다. 전체 3000만원이 소요된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이용기 날의 경도는 2~2.5배 향상되었으나. 실제 제품의 성능 개

선까지는 연결되지 못하 으며, 2002년 3월 이후 2차 프로젝트가 진행 중

이다. 2차에서는 1차에서 얻은 성과를 바탕으로 양성자 주입 이용기 날의 

양산화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총 3500만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다.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와의 실용화 추진은 기술용역을 통한 실용

화의 대표적인 성공사례이다.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는 삼성전자

와 관련된 기계 설비를 제작하고 이에 사용되는 원천기술을 확보하는 목

적으로 운 되고 있으며, 대부분 공업고등학교 출신이며 일부의 석․박사 

출신인 기술직 인력으로 구성되어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본 사업부와 렌즈 제작 금형의 수명향상을 위한 프로젝트를 수행하 다. 

해당 금형은 레이저 프린터, 캠코더, 디지털카메라, 휴대폰 등에 사용되는 

유리-비구면 렌즈로서 플라스틱 재질 혹은 구면 렌즈 제작 금형에 비해 

높은 수준의 기술을 요하는 금형이다. 본 사업부에서는 금형 표면에 이온

빔을 활용한 코팅처리를 함으로서 금형의 성능을 높이고자 하 다. 렌즈 

제작 금형은 실제 삼성전자에서 활용하는 것이 아닌 삼성전자에 렌즈를 

납품하는 하청 업체에서 사용할 것으로 삼성전자에서는 고품질의 렌즈를 

차질 없이 공급받기 위한 전략적 목표에서 본 프로젝트를 추진하 다. 삼

성전자는 과거 7~8년 전부터 렌즈제작을 위한 사업을 시작하 으며, 초기

에는 이와 관련된 기술을 대부분 일본에서 수입하여 사용하 으며 3~4년 

전부터 본격적인 양산을 통해 많은 노하우를 습득하 다. 현재 국내에서

는 월 30만개의 렌즈 수요가 존재하며, 대부분 이를 국산화 하고자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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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가지고 있다. 사업부와의 프로젝트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5

월, 총 7개월 동안 원자력연구소 수탁과제로 수행되었으며, 전체 프로젝

트 비용은 1억원 이었다. 사실 프로젝트가 시작되기 전 2001년 여름 개인

적인 친분을 바탕으로 한 원자력연구소의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

에 대한 자문이 이뤄지고 있었으며, 이와 같은 개인적인 긴 감은 프로젝

트가 전체적으로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있어 큰 역할을 하 다. 프로젝트

를 통해 획득된 기술은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에 원활하게 기술

이전 되었으며, 해당 기술을 활용한 양산이 동해 12월에 시작되었다. 프

로젝트 과정 중에 매 1개월마다 한번씩 연구결과에 대한 미팅, 중간․종

료 발표가 있었다. 또 연구 종료 이후 연구과정에서 산출된 지적재산권과 

연구 장비는 삼성전자가 소유권을 확보하 다. 이와 같은 사항은 프로젝

트 초기 계약과정에서 이미 확정된 내용이었으며, 삼성전자 전략기획팀의 

관리에 의해 구체적으로 계약사항에 명기되었다. 프로젝트 결과로 얻은 

기술은 기존 기술에 비해 약 30%의 성능이 향상되었으며, 일본에서 수입

하던 기술의 국산화를 이루려는 전략적 목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 다.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이 추진 중인 대표적인 몇 가지 사례

들을 추가로 분석하여 실용화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주로 공정기술 

및 이온빔을 활용한 분야에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실용화의 유형

을 보았을 때, 다양한 실용화 동기 및 사업 추진내용이 공존하고 있었다. 

참여기업의 대상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에서 고루 나타났으나 주로 중소기

업에 집중되었으며, 실용화 동기에 있어서는 시장주도 형태와 기술주도 

형태가 함께 공존하 다. 그러나 기술의 특성상 연구원 창업을 통한 실용

화 사례는 기술이전을 통한 산업화에 비해 매우 적게 나타났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실용화 추진에 있어 많은 성과를 얻은 

반면, 몇가지 문제점도 나타냈다. 근본적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실용

화는 과정에 있어서 프로젝트 초기부터 종료되는 시점까지 전체를 관리

하는 전략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존재하 다. 특히 단순히 기술이

전을 통한 성능향상을 프로젝트의 목표로 삼았던 사례의 경우, 해당 목표

를 달성하 음에도 상업적 성과를 크게 향상시키지 못하 다. 

이와 함께,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자체에 대해 참여기업 및 실용화 추진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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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호 이해가 부족하 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은 고 난이도의 기술로

서, 본 기술을 적절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를 받쳐줄 기반 기술과 고

가의 대규모 장치가 필요하다. 따라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성공적인 실

용화를 위해서는 시장규모가 매우 큰 분야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실

용화를 추진할 기업 역시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와 고 난이도의 기술을 

활용 할 수 있을 만큼의 주변 기술에 대한 역량이 갖추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실용화 추진 팀은 이러한 조건들에 적합한 참여기업과 시장을 찾

아 낼 수 있는 능력의 배양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셋째, 기술소유권의 일원화 문제가 제기 되었다. 삼성전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와실용화 사례의 경우, 실용화 기술이 기술실시권 자체가 에이빔이

라는 회사에 넘겨져 있는 상태 다. 따라서 삼성전자에서 본 기술을 이용

한 제품을 만들 경우, 혹은 본 기술을 활용하여 추가적인 기술을 개발하

을 시에는 에이빔과 계약을 별도로 하던지 에이빔에게 모든 과정을 맡

기는 형식을 취해야만 한다. 이러한 제약으로 인하여 추가 설비나 장비의 

도입과 같은 작업에 있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에이빔, 삼성전

자 메카트로닉스 사업부 사이의 이해관계를 서로 조율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 따라서 산업화 기술의 경우 그 소유권을 명확하게 하고, 산

업화 할 경우 그 소유권의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여, 산업화 이후 추가

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제도적 장치의 고려가 필요할 것이다. 

넷째, 프로젝트 관련 기술의 경제성 여부이다. 추진되었던 실용화 사례들

에 활용된 기술의 경우 경제적으로 파급효과가 기술적 가치에 비하여 그

리 크지 않은 상황이다. 삼성전자와 같은 대기업의 경우 크게 자금의 문

제를 고려하지 않고 산업화를 추진할 여력이 되는 반면, 특히나 하성 

e-sis 와 같은 중소기업의 경우 기술도입에 따른 금전적 문제를 고려하

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활용 기술의 가치를 보다 널리 홍보하고 투자를 

줄임으로서 중소기업들도 본 기술을 통한 산업화에 적극적으로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며, 프로젝트 결과가 상업적으로 큰 

효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산업분석론 이론 혹은 경쟁자 분석기법과 같은 

툴을 통하여 시장 측면에서의 프로젝트 초기에 취하여 할 전략을 효과적

으로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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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 전 과정에 있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과 실용화 기업, 원활한 의사소통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조직의 의사소통이 활발할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한 경우에 비

하여 매우 높은 성과를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이와 같이 비공식적인 의사

소통 채널이 없는 경우는 이를 보완할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소통 시

스템을 갖춰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프로젝트 계약 시에 서로의 이해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 배양과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계

약서에 명기하여 차후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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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실용화 기업 연계 단계별 주요 활동

제 1 절 R&D  성과 실용화 종합 모형의 적용

1. R&D 성과실용화 종합 모형

선행연구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모델 개발” 에서는 양성자기

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 맞는 실용화 단계를 [그림 4-1] 과 같이 제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제시된 “R&D 성과 실용화 종합 모형”을 바탕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 적합한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을 도출

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현재, 그리고 향후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할 실용화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관리하여야 할 

과정을 중심으로 R&D 성과 실용화 종합 모형을 재조정해 보고자 한다.

“R&D 성과 실용화 종합 모형”에서 제시하는 실용화 과정은 크게 3가지 

역으로 나누어 진다. 첫째 R&D 사업계획과정, 둘째, R&D수행과정, 마

지막으로 사업화 및 사후 관리과정이다. 

[그림 4-1] R&D 성과 실용화 종합 모형

가. R&D 사업계획 과정(R&D Planning Stage)

첫째, R&D 사업계획 과정에서는 산업화를 전제로 한 양성자기반공학기

술의 개발을 추진하기에 앞서 해당 기술의 실용화 가능성을 진단해 보고, 

그에 맞는 개발 방향을 잡아나가게 된다. 본 과정은 크게 4가지 단계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체계적

축적/관리

기술 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기술홍보

사업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기획

참여기업
선정 및
연구계약

사업단 주도의
산업화

기술개발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연구수

행)

확보기술
관리 및
특허출원

라이센싱
계약체결

및
연구결과

이전

사후관리
및

사업화
지원

성과분석
및

축적
/관리

R&D R&D 사업계획사업계획 R&D R&D 수행수행 사업화사업화 및및 사후관리사후관리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체계적

축적/관리

기술 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기술홍보

사업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기획

참여기업
선정 및
연구계약

사업단 주도의
산업화

기술개발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연구수

행)

확보기술
관리 및
특허출원

라이센싱
계약체결

및
연구결과

이전

사후관리
및

사업화
지원

성과분석
및

축적
/관리

R&D R&D 사업계획사업계획 R&D R&D 수행수행 사업화사업화 및및 사후관리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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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로 구성되어 있다. 그 네 가지 단계는 보유 또는 개발 중인 기술의 

체계적 축적 및 관리, 기술 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기술홍보, 사업

성 및 파급 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기획, 그리고 협력기업 선정 및 연구계

약이다. 

나. R&D 수행 과정(R&D Execution Stage)

둘째, R&D 수행 과정은 실제 실용화 과정에서 핵심 기술이나 노하우로 

사용될 자원을 발굴하는 과정으로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이 참

여기업과 공동으로 기술개발을 수행하는 경우와 독자적으로 개발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본 과정은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혹

은 사업단 주도의 실용화 기술개발, 총 2가지 단계로 이루어진다.

다. 사업화 및 사후관리 과정(Commercialization Stage)

R&D 성과 실용화 종합 모형의 마지막 과정은 사업화 및 사후관리 과정

이다. 본 과정에서는 시장분석 및 상업성 분석을 통해 선정된 기술을 개

발 한 후 실제 시장에 제품으로 출시하고 보완함으로써 경제적 성과를 

수확하게 된다. 본 과정은 4가지 단계로 이루어지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확보기술 특허출원, 라이센싱 계약체결 및 연구결과 이전, 사후관리 및 

사업화 지원, 그리고 성과분석 및 축적관리 단계이다.

2.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

본 연구에서는 “R&D 성과 실용화 종합모형”을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에서 주로 추진하는 실용화 형태에 맞도록 재조정하여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실용화 과제

의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 개발하여 보유중이거나 개발 중인 기술을 

대상으로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해당 기술에 대해 기술적용대상과 투자

기업 탐색 및 홍보를 추진한 뒤, 탐색한 기업들을 예비 참여 기업으로 고

려하여 기술 적용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참

여 기업을 선정하고 참여기업의 제품과 현재 상황에 맞도록 보유/개발 

기술을 다시 재개발 과정을 통하여 업그레이드 한 뒤 기술이전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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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허와 같은 방법을 통해 지적자산으로 관리하게 된다. 

이러한 실용화 유형 이외에도 양성자기반공학기반개발사업단에서는 기술

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을 통해 참여기업을 바로 선정하여 이미 개발 

완료 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라이센싱 계약을 통해 바로 기술이전의 과

정으로 진행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여러 형태로 진행된 실용화의 마지막 단계는 실용화 연계 기업의 

상업적 성공을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으로 진행되며, 이후 실용화 결과가 

향후에 있을 다른 실용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문서화 및 데이터베이

스 화를 통해 지적자산으로 관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Step 1 보유기술의 체계적 정리

Step 3 기술 적용의

사업타당성 분석

Step 4 참여기업 선정
Step 5 참여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Step 6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Step 7 종합관리 능력 향상

Step 2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

Step 1 보유기술의 체계적 정리

Step 3 기술 적용의

사업타당성 분석

Step 4 참여기업 선정
Step 5 참여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Step 6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Step 7 종합관리 능력 향상

Step 2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

[그림 4-2]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

이러한 몇 가지 실용화 유형의 분석을 통해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을 

[그림 4-2]와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실용화 기업 연계 단계별 주요 활동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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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

을 총 7단계(Step)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추가적으로 총 7단계로 이루어

진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의 효율적 실행을 위해 각 단계에서 수행되어

야 할 주요 활동(Activity)을 단계별로 3~4개씩 총 25개로 정의하여 제시

하 다. 제시된 Activity 들은 실용화 기업 연계의 각 단계에서 필수적으

로 확인하고 수행되어야 하는 활동이며, 이 활동들의 수행을 통해 양성자

기반공학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기존에 보유한 기술 및 향후 확보하

게 되는 기술을 외부의 기업과의 연계에 있어 체계적으로 적용 할 수 있

을 것이다.

1. 보유기술의 체계적 정리(제1단계)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의 그 첫 번째 단계는 보유기술의 체계적 정리이

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보유 중이거나 확보할 예정인 지

적자산을 통하여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실용화 가능한 지적자산에 

대한 파악과 이에 대한 관리체계를 구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단계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보유 중이거나 확보할 예정인 기술이

나 노하우에 대한 실용화를 추진하기 위해 보유 중인 기술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 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표 4-1]에서 제시된 것과 같이, 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내역 

정리, 관련/대체 기술의 변화 추게 분석 및 정리, 그리고 기술관리 전담

인원 확보와 같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표 4-1] Step 1(보유 기술의 체계적 정리) 내 주요 활동

단계 주요 활동

Step 1 

보유 기술의 

체계적 정리

1-1 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내역 정리

1-2 관련/대체 기술의 변화 추세 분석 및 정리 

1-3 기술관리 전담인력(Technology Manager)  확보

주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내역 정

리의 경우 향후 실용화에 대비하여 현재 보유하거나 개발할 예정인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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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내역을 정하는 활동으로 주로 기술체계도 작성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다. Tree Type, Network Type, Chain Type 등을 벤치마킹 한 뒤 

적절한 형태를 선정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기술체계도를 작성 할 수 

있다. 

둘째, 관련/대체 기술의 변화 추세 분석 및 정리이다. 관련/대체 기술의 

변화 추세 분석 및 정리는 현재 보유하거나 개발 예정인 기술의 실용화

의 역이나 대상을 탐색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며, 이

는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문서화로서 대응 

할 수 있다. 방대한 양의 기술관련 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향후 산

업화 과정에서 신속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은 필수적

이며, 이와 함께 해당 정보들을 손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통일된 형식의 

문서화가 절대적이며, 이에 알맞은 규격 및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기술관리 전담인력(Technology Manager) 확보의 경우 

기존의 인력 이외에 기술관리만을 담당하는 인원을 확보함으로서 현재보

다 실용화를 효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다. 연구 개

발을 통하여 기술자원을 새로이 획득하는 것 이외에도 현재 쌓여있는 기

술자원을 관리하고 손실없이 축적하는 작업은 매우 중요하며, 현재의 양

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내의 실용화 지원팀에 이를 전담할 인력의 

확충은 매우 중요하다.

2.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제2단계)

두 번째 단계는 기술적용대상 및 투자기업 탐색/홍보이다. 기술적용대상

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표 4-2]에서 제시하

는 것과 같이 기술응용도(Technology Application Tree)를 활용하여 보

유기술의 응용 잠재력을 분석하여야 하며 기술파트너 분석을 통하여 기

술적용대상 및 투자 기업을 선정하여야 한다. 

[표 4-2] Step 2(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 내 주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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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주요 활동

Step 2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

2-1 보유기술의 응용 잠재력 분석

2-2 기술적용대상 및 투자기업 탐색

2-3 기술홍보전략 수립

또 선정된 기업에 대하여 기술홍보계획을 바탕으로 기술홍보전략을 수립

하고 하여야 한다. 또 기존의 기술홍보 성과를 측정하여 기술 홍보 촉진

을 위하여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주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보유기술의 응용 잠재력 분석의 

경우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보유 중이거나 향후 확보 

가능한 기술자원의 홍보 및 적용대상을 탐색하는 활동으로써, 주로 고객

정보나 고객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집한 뒤, 기술이나 제품의 개

발 패턴을 정하는 데 활용하여야 한다. 또 산업화 아이디어 형성과정에서

는 외부 정보가 중요하고, 기술적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내부의 기술 역량

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장․경제․기술정보를 종합하고 산업화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의견 교환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둘째, 기술적용대상 및 투자기업 탐색이다. 이는 실제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의 기술을 실용화 할 주체를 선정하는 과정으로서 매우 

중요한 활동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중소기업협회 및 벤처기업 협회와 

같은 공신력 있는 단체의 도움을 얻거나, 신용평가 기관에 문의하여 실용

화 기업의 기반기술능력과 재무적 건전성들을 평가 하여야 할 것이다. 

또,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기존의 실용화 업적이나 관련 사업의 실적을 

확보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를 통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실용화 

하는데 적합한 기업을 선별하고, 지원하는데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기술홍보전략 수립이다.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실용화에 대한 기술홍보전략을 수집하는 활동으로, 보유

하거나 개발할 기술의 응용 잠재력을 기술적용대상 및 투자 예상기업에 

홍보할 전략을 수립하는 활동이다. 구체적인 홍보방법으로는 자체 산업화 

성과 및 보유․개발 중인 기술 홍보물의 정기적인 발간 및 web site 운

등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기존의 네트워크를 통한 홍보 역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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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3. 기술 적용의 사업타당성 분석(제3단계)

세 번재 단계는 기술적용의 사업성 분석이다. 본 단계는 실제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 사업단이 실용화사업을 추진하 을 때의 성과를 예상해 보

고, 그 성과의 결과에 대한 사업성을 미리 분석해 보는 단계이다. 사업성

을 분석해 봄으로써 실용화 과정에 있어 보완해야 할 점이나, 보강해야 

할 부분을 추가로 파악하고, 해당 기술의 상업적 가치에 대한 파악함으로

서 실용화 연계 기업과의 실용화 계약에도 활용할 자료로 활용 할 수 있

다. 이를 위해 본 단계에서는 [표 4-3]과 같이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마

련, 사업계획서 표준 모델 마련,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타당성 분석, 그리

고 예비사업계획 수립과 같은 활동이 수행되어야 한다.

[표 4-3] Step 3(기술 적용의 사업타당성 분석) 내 주요 활동

단계 주요 활동

Step 3 

기술 적용의 

사업타당성 분석

3-1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마련

3-2 사업계획서 표준 모델 마련

3-3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타당성 분석

3-4 예비사업계획 수립

주요 활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마련이다. 

이 활동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실용화 하고자 하는 기술

을 실용화 연계 기업이 실제 사업화 하 을 때의 경제적, 산업적 성과를 

미리 예측 보는데 활용할 분석 방법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실

용화 하고자 하는 산업분야나 대상 기술에 따라 적절한 분석 방법을 확

보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기존의 수익성 분석, 시장성 분석, 비즈니

스 시스템 분석 핵심역량 분석 및 벤치마킹 툴들을 살펴보고 적당한 분

석 방법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계획서 표준 모델 마련이다. 사업계획서 표준모델의 확보를 통

하여 기 진행되었던 사업과 추진하고자 하는 실용화 계획을 손쉽게 비교

가능하게 하고, 추진하고자 하는 실용화의 과정을 철저하게 분석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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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는 활동이다. 이를 위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

어야 할 기본적인 항목을 도출하고 이를 평가할 지표들을 선정하여야 한

다.

셋째,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타당성 분석이다. 본 활동은 실용화하고자 하

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기술의 기술가치를 평가하고, 앞서 

마련한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과 사업계획서 표준 모델을 바탕으로 추진

하고자 하는 실용화 계획의 사업타당성을 분석하는 활동이다. 일반적으로 

기술가치 평가에는 기술을 개발하는 들어간 비용을 기준으로 기술의 가

치를 평가하는 비용접근법, 기술을 활용하 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을 

기준으로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수익접근법, 마지막으로 기술의 시장에

서의 위치 및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쟁접근법 등이 존재하며, 이를 

적절하게 조화하여 산업화 하고자 하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야 할 것

이다. 이와 함께 사업성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여 해당 실용화 계획의 추진

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예비사업계획 수립이다. 앞선 단계에서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으로 해당 기술에 대한 실용화 사업 기획이 이뤄져야 한

다. 사업 기획에는 앞서 분석하 던 결과를 포함하여, 해당 기술의 산업 

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정리, 예상 사업 결과의 도출, 경쟁사 

분석과 같은 내용들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신력을 가지기 위해 구체적인 

통계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전반적인 산업환경의 변

화 추이, 기술 및 시장의 특성 및 변화 추이, 기술개발 시의 제반 기업 

내․외부, 사회 전반에 관한 향도 등이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작업을 하는데 있어 기술적 성공이 상업적 성공으로 연결될 수 있는 치

한 프로세스의 구축이 가장 중요하다.

4. 참여기업 선정(제4단계)

네 번째 단계는 참여기업 선정이다. 본 단계는 실제로 양성자기반공학기

술을 실용화 할 참여기업의 선정 및 실용화 내용에 대한 연구 계약을 수

행하는 단계이다. Step 2-2 기술적용대상 및 투자기업 탐색을 통해 확보

한 실용화 연계 기업의 예비 리스트 중에서 Step 3 기술 적용의 사업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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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성 분석을 통해 기술적, 상업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실용화 가능성을 보

인 업체를 참여기업으로 선정하여 계약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단계에서는 [표 4-4] 와 같이 참여기업 선정기준/Checklist 확립, 참여기

업 평가 및 선정, 연구계약/기술이전 Package 구상, 그리고 협상 및 계약

이 이루어 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참여기업 선정기준/Checklist 확

립이다. 실용화에 참여할 기업의 선정은 기존에 유사 기술 혹은 제품 개

발에 대한 경험의 유무, 개발기술의 기술거래 능력 정도, 참여기업의 연

구 추진 능력, 사업비 책정 및 제품과 기간의 적정 정도, 참여기업의 건

정성 및 기술 경쟁력과 같은 요소들을 고려해야 할 것이며, 이를 빠짐없

이, 그리고 객관적인 기준으로 검정하기 위하여 Ckecklist를 작성하여 활

용하여야 한다. 작성될 체크리스트는 가능한 세부적이고 객관적으로 작성

되어야 하며, 어느 연구원이 활용하더라고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가능한 

한 수치화 된 항목으로 작성되어야 할 것이다.

[표 4-4] Step 4(참여기업 선정) 내 주요 활동

단계 주요 활동

Step 4 

참여기업 선정

4-1 참여기업 선정기준/Checklist 확립

4-2 연구계약/기술이전 Package 구상

4-3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4-4 협상 및 계약

둘째,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이다. 앞서 마련된 협력기업 선정 기준과 

Checklist 를 바탕으로 참여기업의 실용화에 대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수치와 하여 객관적으로 선정하여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선정기준을 적

용할 참여기업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

를 위하여 해당 기업과 거래하는 거래회사, 금융기관, 업계 종사자 및 전

문가 등을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자료를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연구계약/기술이전 Package 구상이다. 연구계약 및 기술이전에 있

어서 프로젝트 초기 단계부터 종료에 관한 내용까지를 전부다 포함하는 

계약 Package를 준비하여, 일관된 방향에서 프로젝트 계약이 이뤄지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완벽한 프로젝트 계약을 위해,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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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 Checklist로 작성하여 활용하

는 것이 좋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서 연구비, 기간, 사후관리, 참여범위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연구 계약/기술 이전 Package에 대한 기준을 마련

하는 작업이 우선 실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협상 및 계약이다. 본 활동은 미리 준비된 연구계약/기

술이전 Package를 가지고, 미리 선정한 참여기업과의 실용화 계약을 수

행하는 것이다. 실용화에 참여하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과 참여

기업 사이의 구체적인 역할 분담 기준을 마련하여 이에 대한 협상을 추

진하고 계약을 수행하게 된다. 

5. 참여기업과 공동 기술개발(제5단계)

다섯 번째 단계는 참여기업과의 공동개발이다. 본 단계는 실제로 제품에 

적용할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개발을 추진하는 단계이다.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 내에서 기 확보된 기술의 경우 참여기업이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며, 실용화 제품에 적용하기 알맞은 형태로의 변형/가공을 

수행하게 되며, 개발 예정인 기술의 경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실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

을 통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이 실용화되는 과정이나 결과가 보다 긍정

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표 4-5]와 같이 공동 기술개발 프

로젝트 관리, 관련기술 상호 학습, Communication 관리, 그리고 사업단의 

사업 지원과 같은 활동이 수행되야 한다.

[표 4-5] Step 5(참여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내 주요 활동

단계 주요 활동

Step 5 

참여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5-1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

5-2 관련기술 상호 학습

5-3 Communication 관리

구체적으로 주요 활동을 살펴보면, 첫째,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이

다.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해서는 기술 개발 단계를 전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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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관장할 프로젝트 리더와 리더를 뒷받침할 시스템의 역할이 매우 중요

하다.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의 역할은 크게 성과관리, 진도관리, 예산관리 

총 3가지이다. 성과관리는 프로젝트 초기에 계획하 던 목표를 얼마만큼 

달성하 는가, 진도관리는 계획하 던 시간 안에 기술을 확보 할 수 있는

가, 예산관리는 투입된 자원에 비해 확보된 기술이 적정한 수준인가를 관

리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

리․지원 시스템도 필요하다. 연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 주로 Gantt 

Chart, PERT/CPM, WBS(Work Breakdown Structure)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둘째, 관련기술 상호 학습이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를 성공하기 

위해서는 실용화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의 기술과의 적합성이 매우 중요

하며 따라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단과 실용화 기업이 보유한 제

품관련 기술의 상호 학습이 매우 중요하다. 관련기술의 상호 학습을 통하

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효과적인 실용화가 가능하게 될 것이며, 이를 

위하며 상호 세미나 개최, 상호 연구원의 연수, 및 실제 테스트를 통한 

체화 등을 통해 상대의 기술수준과 기술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

요하다.

셋째, Communication 관리이다. 실용화는 기본적으로 기술적 성공을 바

탕으로 기술을 제공하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과 상업적 성공을 

목표로 실용화를 추진하는 참여기업과의 협업으로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실용화 연계 사업을 진행하는 도중 기술을 바라보는 두 기관의 시각에 

차이가 존재 할 수 있으며, 실제 해당 기술에 대한 이해도 및 숙련도에 

있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3C (Communic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의사소통 채널뿐만 아니라 

원활한 비공식적 의사소통 채널의 활용을 위하여 실용화 사업에 참여하

는 두 기관의 참여자 개개인끼리의 유대감 및 친 도를 향상 시킬 수 있

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

6. 참여기업 선정(제6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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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단계는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이다. 본 단계에서는 기술 개발 단계

를 통하여 확보한 기술의 이전 및 해당 기술의 특허 출원에 관련된 업무

를 수행된다. 따라서 성공적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이 참여기업의 제품

에 체화시키기 위한 기술이전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의 근간이 되는 

기술이전 계약이 명확하게 체결 될 수 있는 기준 및 고려사항을 준비하

여야 할 것이다. 또, 실용화 기술에 대한 기술자산 관리 원칙/방안을 정

립하여, 기술 확보 이후 파생 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미리 준비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특허 청구범위 결정, 특허 출원, 특허 관리, 기술 노하우 

관리와 같은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단계에서는 [표 

4-6]과 같이 기술이전 계약 고려사항 마련 및 기술학습 촉진, 기술자산관

리 원칙/방안 정립, 특허 출원 정책/방침, 그리고 기술  Know-how 관리

/핵심기술 축적과 같은 활동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기술이전 계약 고려사항 마련 및 기술학습 촉

진이다.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는데 있어서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

업단이 상업적 성과에 대해 합당한 보상을 받고, 참여기업이 실용화 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이전 계약시의 고려사항을 미리 선정하여 이

에 대한 Checklist를 작성하는 것이 좋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이 실용화 사업을 통해 새롭게 보유하게된 지적자산에 대해 특허 출원 

및 라이센싱 계약 등을 포함하여 계약 방법, 연구결과 이전 시기 및 범

위, 특허 출원․등록 기술의 상호 권리 및 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표 4-6] Step 6(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내 주요 활동

단계 주요 활동

Step 6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6-1 기술이전 계약 고려사항 마련 및 기술학습 촉진

6-2 기술자산관리 원칙/방안 정립

6-3 특허 출원 정책/방침

6-4 기술 Know-How 관리/핵심기술 축적

둘째, 기술자산관리 원칙/방안 정립이다. 참여기업과의 공동개발로 확보

한 기술에 대한 사전 관리원칙/방안을 정립함으로써 해당 기술의 사장을 

막고 기술을 추가적으로 Upgrade 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해당 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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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화를 위해 특허 청구의 유무 및 소유권의 주체에 대한 원칙/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해당 기술의 적용 범위 및 기술가치 평가에 

대한 결과를 활용하여 활용 범위 및 향후 Upgrade 에 대한 구체적인 원

칙/방안도 함께 정립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확보된 기술자산의 경우 관

리의 편의성 및 향후 효과적인 활용을 위하여 특성별로 분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분야별, 산업화 가능성별, 기술

의 난이도별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향후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나, 기술 마케팅의 작업에 활용 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특허 출원 정책/방침이다. 실용화 과정에서 확보한 기술에 대한 특

허의 출원은 지적자산 관리의 핵심 사항이며 향수 실용화 과정을 통해 

상업적 성과를 확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 출원의 과정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 그에 따른 정책/방침

의 확립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특허를 출원할 때에는 특허 출원 기술

의 범위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결정 할 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때 

유사 기술 및 경쟁 기술의 특징을 잘 파악하여, 상대 기술의 범위를 침해

하지 않으면서, 소유 기술의 고유성을 방어하기 위한 범위를 잘 설정하여

야 한다. 또한 특허 출원 소유권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한 규정도 마련하여

야 한다. 이러한 작업들을 위해서 Patent Map을 작성 활용하는 것도 좋

은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실제 특허 출원과정에 있어 실제 특허 관련 인

력의 충원이 요원하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여 특허 관련 전문가를 활용하

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본 산업화 프로세스에 적합한 전문가를 

선별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여 프로젝트 수행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를 쉽게 선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과정은 추후 특

허 출원에 있어 혼란을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기술 Know-How 관리/핵심기술 축적이다. 특허로 등

록되지는 않았지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내의 기술 노하우에 

대한 관리도 특허와 마찬가지로 중요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

여 특허와 마찬가지로 핵심기술 Know-How에 대하여 특성별로 분류하

여 관리할 수 있도록 분야별, 산업화 가능성별, 기술의 난이도별 등으로 

세부적으로 분류하여 문서화 하고 향후 기술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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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7. 종합관리능력 향상(제7단계)

마지막으로 일곱째 단계는 종합관리능력 향상이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 연계 기업으로의 이전 이후 제품 적용을 통한 상업적 성과를 확

보하는 과정에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해당 사업에서 얻은 성과 및 경험을 향후에 수행할 실용화 사업에 활용

하기 위해 관리하는 단계이다. 이를 위해 [표 4-7]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기술 이전 이후 참여기업에 대해 사업화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표 4-7] Step 7(종합관리 능력 향상) 내 주요 활동

단계 주요 활동

Step 7 

종합관리 능력 

향상

7-1 참여기업 사업화 지원체제 구축

7-2 과제수행/개발

7-3 수행과제 성과분석

7-4 연구결과 및 사업화 성과의 문서화

일단 기술적 지원이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부수적으로 마케팅 지원도 필

요하다. 또, 본 단계에서는 앞서 수행되었던 실용화 과정의 성과를 분석

하고 정리하여 향후 새롭게 진행될 실용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위해 과제수행/실용화 성과 지표를 개발하고,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 

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또 분석을 통해 얻은 연구결과 및 사업화 성과에 

대한 문서화가 이뤄져야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참여기업 사업화 지원체제 구축이다. 사업화 

지원은 이전기술에 대해 추후 나타날 문제점에 대한 해결 및 보완이 이

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연구개발 및 실용화의 연속성을 유지 할 수 있

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술지도 공동계획서를 작성하여, 기술이전 이후의 

상황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참여기업 내의 실용화 관련 인

력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이 이뤄져야 하며, 인력파견 및 교육을 위한 시

스템 구축을 통하여 해당 분야에 대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전문가 파견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 이와 더블어 양성자기반공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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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사업단 내의 실용화 사업 참여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을 위한 

인센티브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둘째, 과제수행/( 개발이다. 실용화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분석

하기 위한 지표들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크게 연구 개발 

성과와 상업적 성과로 구분하여 기술 개발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R&D 활동의 경우, 복잡성을 고려하여 복수 성과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또 타 사례나 기관들을 벤치마킹 하여 개발된 지표 해석

의 준거틀을 마련해 놓는 것이 사후 분쟁을 없애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셋째, 수행과제 성과분석이다. 마련된 지표에 따라 수행 과제의 성과를 

철저히 분석하고 분석된 내용을 손실 없이 축적하여야 할 것이다. 상품화

된 기술의 기술적․상업적 성패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수행 과제의 결

과 및 주요 성패 요인을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 개발 작업이 두 주체에 의해서 수행되는 만큼, 연구 결과를 종

합적으로 분석․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의 확보가 절실하다. 이를 위하여 

연구개발 생산성 평가의 양대 접근법인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적

절하게 안배하여 사용해야 할 것이다. 또 연구개발 생산성 평가 시 피평

가자인 “연구자들의 평가에 대한 반응” 에 대한 고려도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넷째, 연구결과 및 사업화 성과의 문서화이다. 향후 추가로 

있을 실용화 사업에서는 보다 높은 상업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 기존 연

구결과와 사업화 성과를 지적 자산화 하기 위해 문서화 하는 것이 중요

하다. 이와 함께 실용화 하 던 산업의 기술의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모

니터링이 필요하여 이에 대한 대처를 능동적으로 수행하는 사후 관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상에서 제1단계에서 제7단계에 이르기까지 수행되어야 할 세부활동들

을 소개하 다. 지금까지 제시한 각 단계별 세부활동 수는 [표 4-8]과 같

다

[표 4-8] 각 단계별 세부활동 수

Step 1 2 3 4 5 6 7 계

Activity 3 3 4 4 3 4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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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실용화 기업 연계 단계별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

본 장에서는 앞서 정의한 실용화 기업 연계의 각 단계별 주요 활동들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각 단계별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그 활동들이 

정확하게 수행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시하고

자 한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각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주요항목들을 

미리 점검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 및 잠재적인 위험관리 차원에서

도 유용하다.

제 1 절 보유 기술의 체계적 정리(제1단계)

제1단계는 우선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체계적으로 정리/분석하는 

데에서 출발하여 현재 보유 중인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

록 하는 단계이다. 

1. 단계 1-1(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내역 정리)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과 같다. 

[표 5-1] Step 1-1(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내역 정리) 개요

Step 1-1: 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내역 정리

활동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보유 중인 기술을 효율적

으로 활용하기위해, 체계적인 형태로 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내역을 보유기술 내역서 양식을 활용하여 정리 한다.

활동내용

- 해당 기술의 범위 및 구체적인 내용 정의

- 활용범위 파악

- 향후 시장전망 예측

- 대체기술 및 경쟁기술 현황 추적

사용가능 

기법/지침

- 기술체계도(Technology Tree) [#01]

   --> Tree type, Network type, Chain type, Diagram type

- SWOT 분석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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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1-2(관련/대체 기술의 변화 추세 분석 및 정리)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 과 같다. 

[표 5-2] Step 1-2 (관련/대체 기술의 변화 추세 분석 및 정리) 개요

3. 단계 1-3(기술관리 전담 인력)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3] 과 같다. 

Step 1-2: 관련/대체 기술의 변화 추세 분석 및 정리 

활동개요

현재 보유하거나 개발 예정인 기술의 실용화의 역이나 대상

을 탐색하기 위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변화 추세와 대체 

기술에 대한 파악을 하여 문서화 한다. 

활동내용

-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기술추세 분석 및 기술예측

-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대체기술 정리

-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활용처에 따른 해당 제품의 수명주기 

파악

사용가능 

기법/지침

- 기술예측 기법 [#05]

-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06]

- S 곡선(기술대체곡선) [#07]

-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map) [#08]

산출물 - 기술추세분석 [#09]

참고자료

산출물
- 기술 내역서 [#03]

- 기술역량 분석표 [#04]

참고자료

- 해당분야 기술체계도

- 관련기관 Websites

-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사용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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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 Step 1-3(기술관리 전담인력 확보) 개요

4. 제 1 단계 수행을 위한 Checklist

제 1 단계에서 수행 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Checklist 는 [표 5-4] 와 

같다. 

[표 5-4] Step 1(보유기술의 체계적 정리)에 대한 Checklist

세부단계 Checklist 관련자료

1-1

보유/개발  

기술에 

대한  내역 

정리

C 1-1-1: 양성자가속기 관련 보유기술의 분류 

Code, 핵심내용과 경쟁기술대비 비교우위, 

실용화를 위해 추가적으로 확보/보강되어야 

할 기술요소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가?

C 1-1-2: 보유기술이 특허나 노하우 등으로 잘 

정리되어 있는가?

C 1-1-3: 각 보유기술의 실용화 가능 대안이 

검토/정리 되어 있는가?

- 기술체계도

- 기술비교우위

Step 1-3: 기술관리 전담인력(Technology Manager) 확보

활동개요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 및 실용화를 지원할 전담인력을 확보

하고, 프로젝트 리더를 적극 육성한다.

활동내용

- 기술관리 전담인력의 확보(자체 육성, 신규 충원)

  --> 자체 육성시의 기술관리 전담 인력 경력개발

  --> 신규 충원시의 기술관리 전달기술

- 프로젝트 리더 교육/육성

  --> 양성자가속기 관련기술개발에 특화된 PL 교육

  --> 사업단내 PL 의 육성 및 역량 강화

사용가능 

기법/지침

- 기술관리 전담인력 자격요건 [#10]

- 경력개발단계 (4단계 CDP) [#11]

산출물

- 기술관리 전담인력의 자격요건 및 요구 역량

- 기술관리 전담인력 경력개발

- PL 육성 방안 [#12]

- PL 교육 내용 [#13]

- 활용가능한 외부자원과 인력정보 Database화

참고자료 - AUTM 사례(제2장 1절 1-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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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

제2단계는 보유한 기술자산의 잠재력을 타악하는데서 출발하여 이를 바

탕으로, 실용화 할 대상기업의 탐색 및 해당 자산의 홍보를 하는 단계이

다. 특히 기술홍보전략, 기술마케팅은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단에서 실용화 하고자 주요 전략인 Technology-Push 전략에서 매우 중

요하다. 

1. 단계 2-1(보유기술의 응용 잠재력 분석)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5] 과 같다. 

[표 5-5] Step 2-1(보유기술의 응용 잠재력 분석) 개요

1-2 

관련/대체 

기술의     

변화추세 

분석 및 

정리

C 1-2-1: 기존특허기술을 지속적으로 Patent 

Map을 통해 분석하고 있는가?

C 1-2-2: 양성자가속기 및 관련기술/대체기술의 

변화추세를 분석/정리하는 시스템이나 

전담자가 있는가?

C 1-2-3: 양성자가속기 관련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에 관한 Roadmap이 있는가?

- Patent Map

- 기술예측

1-3 

기술관리 

전담인력 

확보

C 1-3-1: 기술관리 및 실용화를 담당하는 

기술관리자의 역할 및 임무, 요구되는 

기능이 잘 정의되어 있는가?

C 1-3-2: 실용화에 필요한 각 역별로 활용 

가능한 외부자원이나 인력에 대한 정보가 

파악되고 Update 되고 있는가?

- 기술관리자

Step 2-1: 보유기술의 응용 잠재력 분석

활동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보유 중인 기술을 홍보하

고 실용화에 참여할 기업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기술의 응용 

잠재력을 분석한다. 이때, 해당 기술을 기술 자산으로 인식하

여, 해당 기술 자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집중하여 분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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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2-2(기술적용대상 및 투자기업 탐색)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6] 과 같다. 

[표 5-6] Step 2-2(기술적용대상 및 투자기업 탐색) 개요

다.

활동내용

- 기술 모방 난이도 파악

- 기술의 범용성 파악

- 기술의 응용 범위 파악

- 인접 기술 파악

- 기술 개발 혜택 파악

사용가능 

기법/지침

- 기술응용도(Technology Application Map) [#14]

- 핵심기술역량 분석 [#15]

- 기술적용/성과관리 DB 구축 [#16]

- 기술응용 Potential 산출 [#17]

산출물
- 보유기술의 기술응용도

- 보유 기술을 활용하는 제품 리스트

참고자료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산업기술백서

Step 2-2 기술적용대상 및 투자기업 탐색

활동개요

전문가 서베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여 보유기술이 적용 가능

한 산업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향후 추세 변화를 

예측한다. 그리고 각 보유기술 별로 적용 대상 기업이 실용화 

과정상에 갖추어야 할 요건을 파악하고 해당 요건에 적절한 

기업을 물색한다.

활동내용

- 보유기술의 적용대상 관련 정보 확보를 위한 대외 활동

- 기존의 Network를 활용한 기술적용대상 파악

- 양성자기반기술관련 전문가 집단 확보

- 서베이를 위한 대상 기술에 대한 기초 조사 체계 마련

-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실용화 성패 요인 분석

- 직접 시장조사

- 기술 파트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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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2-3(기술홍보전략 수립)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7] 과 같다. 

[표 5-7] Step 2-3(기술홍보전략 수립) 개요

Step 2-3 기술홍보전략 수립

활동개요
보유기술 홍보를 위한 체계적인 전략과 방안을 담은 Master 

plan 을 수립한다.

활동내용

- 기존의 실용화 성공 사례 발굴 및 홍보

-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적용 가능성 예비 분석

- 마케팅 기법을 활용한 보유기술의 홍보

- 정기적인 보유/개발기술 설명회 개최

- 관련업체 명단 확보 및 예비 분석

- 투자대상기업 선정 Checklist 확보

사용가능 

기법/지침

- Scoring model을 활용한 실용화 기업 물색 [#18]

- 기술홍보전략 [#19]

- 5P 분석 [#20]

- 학회 및 관련분야의 회의를 통한 기술 적용 대상 파악

- FGI

- 서베이

산출물

- 양성자기반기술 활용대상 파악

- 투자대상 기업 물색을 위한 Framework

  --> 우량 벤처 기업, 각종 시상을 받은 기업 위주로

      Framework 구성

-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시장 분석 자료

-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관련 업체 리스트 [#21]

참고자료

- 문헌고찰

- 기술 마케팅 방법 [#22]

- 기술 응용도

- Market Research Company

- 중소기업청(www.smba.go.kr)

- 관련 기관 web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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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2 단계 수행을 위한 Checklist

제 2 단계에서 수행 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Checklist 는 [표 5-8] 과 

같다. 

[표 5-8] Step 2(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에 대한 

세부단계 Checklist 관련자료

2-1 

보유기술의 

응용 

잠재력 

분석

C 2-1-1: 보유기술의 활용실적이 일정한 양식에 

의해 잘 정리되어 있는가? 또한 보유기술의 

적용(응용)가능분야가 잘 파악되어 있는가? 

C 2-1-2: 보유기술 적용시의 혜택과 장애요인, 

극대화/극복방안이 잘 분석되어 있는가?

-기술응용도

-기술개발혜택

2-2 

기술적용 

대상 및 

협력기업 

탐색

C 2-2-1: 보유기술이 적용 가능한 산업 및 

기업, 제품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이 있는가? 그러한 정보가 

계속 Update 되고 있는가?

C 2-2-2: 각 보유기술 별로 적용 대상 기업이 

갖추어야 할 요건이 파악되어 있는가?

-기술 파트너  

 분석 

2-3 

기술홍보 

전략 수립

C 2-3-1: 기술홍보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이 있는가?

C 2-3-2: 기술보안을 위한 제도적/관리적 

-마케팅 전략

-기술보호전략

- Website를 통한 기술의 소개

- 기업 요청이나 의뢰시 체계적인 홍보 절차 준비

사용가능 

기법/지침

- SWOT Analysis [#02]

- BCG Matrix [#23]

- 해당기술의 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분석 [#24]

- 산업구조분석(5 Forces Analysis) [#25]

산출물 - 보유기술 마케팅 전략

참고자료

- 기술홍보전략 [#19]

- Stanford OTL(http://otl.stanford.edu/flash.html)

- Tech Transfer at SLAC

  (http://www.slac.stanford.edu/grp/irm/techtransfer

  /techtransfer.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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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list

제 3 절 기술적용의 사업성 분석

제 3단계는 실용화하고자 하는 기술자산의 시장가치를 분석하여, 해당 자

산의 실용화 사업 후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파악하는 단계로서 예비 사

업계획서를 준비하는 단계이다. 

1. 단계 3-1(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마련)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9] 과 같다. 

[표 5-9] Step 3-1(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마련) 개요

장치가 있는가?

C 2-3-3: 기술홍보물은 얼마나, 어떤  형태로 

발간되고 있나?(On-line/Off-line)

C 2-3-4: 기술홍보를 위해 어떤 Event를 

활용하는가?

-기술마케팅

Step 3-1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마련

활동개요
보유기술의 실용화 분야에 대한 상업적 성공 가능성을 점검하

기 위해 사업성 분석 방법을 마련한다.

활동내용 - 사업성 분석 모형 확보

사용가능 

기법/지침

- VC 들의 투자기법 [#26]

  --> 기술: 차별화된 기술/제품/서비스 인가?

  --> 시장: 누가 살 것인가? 목표시장이 분명한가? 거대한   

            시장인가?

  --> 경 팀 : 유능하고 경험많은 창업팀/경 팀이 있는가?

  --> 경쟁자 및 경쟁력 : 경쟁자가 적고, 강력한 경쟁자가   

                          있는가?

  --> 투자규모 : 단계별로 필요한 투자 자금의 규모는?

  --> 회수대안 : 빠른 시간 내에 투자금액을 회수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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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3-2(사업계획서 표준 모델 마련)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0] 과 같다. 

[표 5-10] Step 3-2(사업계획서 표준 모델 마련) 개요

산출물

- 사업성 분석 모형 [#27]

   --> 기술성

       제품의 생산가능성, 품질, 성능 및 하자여부 등 검토,  

       기존제품에 대한 비교우위, 생산시설, 원재료 조달    

       등 검토  

   --> 시장성

       시장환경, 경쟁상태, 시장진입 가능성, 중장기 

       수급전망 등 검토, 사업의 성장성  

   --> 경제성

       적정수익율 확보여부 판단을 위한 투자수익 및 

       손익분기분석, 자본조달구조 및 비용분석,

       인력구성계획 등 검토 

참고자료

Step 3-2: 사업계획서 표준 모델 마련

활동개요

보유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의 표준 모델을 확보한다. 이때, 보유기술

의 특성과 실용화시에 주요고려 사항이 잘 확인 가능한 형태

로 구성한다.

활동내용 -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작성

사용가능 

기법/지침

- 사업계획서가 답해야 할 7가지 질문 [#28]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29]

- 사업계획서 관련 자료 원천 [#30]

산출물 -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60]

참고자료 - 각종 창업관련 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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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3-3(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타당성 분석)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1] 과 같다. 

[표 5-11] Step 3-3(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타당성 분석) 개요

- 중소기업청 및 VC 의 사업계획서 공모 양식 

Step 3-3 기술가치평가 및 사업타당성 분석

활동개요

  보유/개발기술에 대해 기술가치 평가 모형을 마련하고 그에 

따라 기술가치 평가를 실시한다. 그리고 기 확보된 사업타당

성 분석 모델과 기술가치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유중이거나 

개발중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의 상업적 성공 가능성

에 대해 분석한다.

활동내용

- 양성자기반공학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모형 마련

- 개발기술 및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가치 평가 수행

   --> 1단계 : 평가 기술에 대한 이해

      ◦ 평가대상 기술의 식별, 측정 기술의 자산적 속성 

         인식, 기술평가의 목표 인식, 가치평가 기준일 

         확인, 제약조건 확인 등

   --> 2단계 : 관련 자료의 수집과 분석

      ◦ 기술의 특징, 관련시장에서 거래되는 기술 정보, 

         관련되는 지역적, 국가적, 국제적 경제 요소들 등

   --> 3단계 : 가치평가 모델의 결정

   --> 4단계 : 기술가치 평가 금액의 결정

- 사업성 분석에 필요한 자료 확보 방안 수립

- 사업성 분석 모델에 따른 사업성 분석

사용가능 

기법/지침

- 기술가치 평가법 [#31]

  --> Cost Approach (원가 접근법)

  ◦ 기술가치 ＝ 기술생성에 투입된 원가(대체원가) 

                 - 진부화된 가치

  --> Market Approach(시장 접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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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3-4(예비사업계획 수립)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2] 과 같다. 

[표 5-12] Step 3-4(예비사업계획 수립) 개요

  ◦ 기술가치 ＝ 유사한 기술이 시장에서 거래된 금액

                  × 조정승수(기술간 차이 조정)

  --> Income Approach (이익 접근법)

  ◦ 기술가치 ＝ 기술에서 창출되는 미래의 경제적 이익

                   × 현재가치계수

- 사업성 분석 모형 [#27]

- 기술가치평가 기관에 아웃소싱 가능

산출물

- 양성자기반공학기술에 대한 가치 평가 모형

- 개발 기술 및 보유기술의 상업적/기술적 가치 입증 자료

- 사업계획서

- 실용화 분야에 대한 시장성, 기술성, 경제성, 성장성 

  분석 결과

  --> 시장성: 수급동향 및 중장기 수급전망, 시장특성 및 구

조, 동업자 또는 유사제품/기술과의 경쟁상태 

및 향후 경쟁제품/기술의 출현 가능성, 국내외 

가격 구조 및 가격 동향, 판매처, 판매조직 및 

유통경로, 해외시장 분석에 의한 수출가능량 사

정, 기타 시장성 요소, 소요자금의 규모 및 조

달 가능성

  --> 기술성: 기존제품/기술에 대한 비교우위성, 예상 개선 

가능성, 기타 기술 및 생산관련 타당성

  --> 경제성: 수익전망, 투자수익 및 손익분기 분석, 기타 

경제적 재무적 타당성 분석

- 기타 위협요소는 별도 물색

참고자료
- 기술신용보증기금(http://www.kibo.co.kr/)

- 한국 특허 정보원(http://www.forx.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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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3 단계 수행을 위한 Checklist

제 3 단계에서 수행 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Checklist는 [표 5-13] 과 

같다. 

[표 5-13] Step 3(기술적용의 사업성 분석)에 대한 Checklist

세부단계 Checklist 관련자료

3-1 

사업타당성 

분석 방법 

마련

C 3-1-1: 사업성 분석 모형이 있는가?

C 3-1-2: 이 모형에서 필요로 하는 자료를 

어디에서,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

-사업타당성

 분석 지표

3-2 

사업계획서 

표준모델

마련

C 3-2-1: 보유기술 실용화시에 표준화된 

사업계획서가 있는가?

C 3-2-2: 사업계획서 작성절차가 적절히 

추진되었는가?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3-3 

기술가치 

C 3-3-1: 개발기술 및 보유기술에 대해 

기술가치 평가를 하고 있는가? 한다면   

-기술가치 평가

 모형

Step 3-4 예비사업계획 수립

활동개요

앞서 선행되었던, 사업타당성 분석, 기술가치평가과 같은 활

동들을 바탕으로 예비 사업계획을 수립함으로서 기회의 추구

와 시장 및 기술적 위험을 점검해 보고 이에 따른 대처방안을 

찾아 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한다.

활동내용
- 시장조사 등 자료 수집 [#32]

-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사용가능 

기법

- NABC [#33]

-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60]

-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29]

산출물 - 예비 사업계획서 [#34]

참고자료

- 벤처 캐피털의 참고자료

- 창업관련 각종 문헌들

- 중소기업청 홈페이지



- 267 -

제 4 절 참여기업 선정

제4단계는 참여기업을 선정하고 선정된 실용화 기업과 연구계약을 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는 실용화 기술을 산업화 하는 주체를 결정하는 단계로

서 실용화의 상업적 성패를 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1. 단계 4-1(참여기업 선정기준/Checklist 확립)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4] 과 같다. 

[표 5-14] Step 4-1(참여기업 선정기준/Checklist 확립) 개요

평가/사업 

타당성 분석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가?

C 3-3-2: 보유기술에 대해 사업타당성 분석을 

실시하 는가?

3-4 

예비 

사업계획서

작성

C 3-4-1: 관련기술 적용분야의 시장조사 및 

경제성 분석은 어떻게 실시하는가?

C 3-4-2: 사업계획서는 내용면에서나 자료 

신뢰도 측면에서 충실하게 작성하 는가? 

-시장조사

-사업계획서 

 평가

Step 4-1 참여기업 선정기준/Checklist 확립

활동개요
실용화 기업 선정을 위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에 적절한 객관

적이고 명시적인 기준과 세부지침을 마련한다.

활동내용

- 실용화 기업의 전략, 조직/인력, 성과, 평판에 대한 기준  

  마련

- 해당 기준을 검증할 Checklist 작성

사용가능 

기법/지침
- 균형잡힌 성과표 (Balanced Score Card: BSC) [#35]

산출물
- 실용화 기업 선정기준(Partner Selection Criteria) [#36]

- 실용화 기업 선정 평가 Checklist [#37]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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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4-2(연구계약/기술이전 Package 구상)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5] 과 같다. 

[표 5-15] Step 4-2(연구계약/기술이전 Package 구상) 개요

3. 단계 4-3(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6] 과 같다. 

[표 5-16] Step 4-3(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개요

Step 4-2 연구계약/기술이전 Package 구상

활동개요

실용화 사업에서 연구계약 및 기술이전에 대한 연구기획 과 

기술이전의 목표설정 및 기술 이전의 범위를 명확하게 구체화 

시키는 Package 인지 검토한다.

활동내용

- 과제 기획

- 연구 목표 설정

- 연구 완료시 이전할 기술 범위 기준 설정

- 표준 연구 계약서 Sample 작성

사용가능 

기법/지침

- Unbundling 기술이전 항목 [#38]

- 실용화 기술의 Package화 

산출물

- 표준 연구 계약서 [#39]

- 과제 기획서 [#40]

- 기술이전 지침 [#41]

참고자료

Step 4-3: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활동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실용화 할 기업을 선정한다. 이때, 기 

확보한 기준과 세부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평가

가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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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단계 4-4(협상 및 계약)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7] 과 같다. 

[표 5-17] Step 4-4(협상 및 계약) 개요

5. 제 4 단계 수행을 위한 Checklist

활동내용

- 실용화 기업 정보 조사

- 실용화 기업 선정 기준 확인

- 실용화 기업 선정 Checklist 적용

- 심사자 선정 

사용가능 

기법/지침

- 실용화 기업 선정기준(Partner Selection Criteria) [#36] 

- 실용화 기업 선정평가 Checklist [#37]

산출물
- 실용화 기업 선정

- 실용화 기업과의 역할 분담 [#42]

참고자료

Step 4-4: 협상 및 계약

활동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발생 할 가능성이 있

다고 판단되는 문제점이나 상호 분쟁의 요소에 대한 협상을 

하고, 실용화를 통하여 확보되는 지적, 상업적 성과를 고려하

여 협상/계약을 추진한다.

활동내용 - 협상 및 계약

사용가능 

기법/지침

- 협상의 기본원칙 [#43]

- 표준 연구 계약서 [#39]

-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

산출물 - 실용화 계약서 [#44]

참고자료



- 270 -

제 4 단계에서 수행 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Checklist 는 [표 5-18] 

과 같다. 

[표 5-18] Step 4(참여기업 선정)에 대한 Checklist

제 5 절 참여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제5단계는 실용화에 활용될 세부 기술을 사업단 주도로 개발하는 단계로

서 해당 기술에 대한 기술적 성패가 결정된다. 따라서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본 단계의 핵심 내용이다.

1. 단계 5-1(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

세부단계 Checklist 관련자료

4-1 

참여기업 

선정기준/ 

Checklist 

확립

C 4-1-1: 참여기업 선정을 위한 명시적 기준과 

세부지침이 있는가?

C 4-1-2: 연구결과 실용화 유형별로 참여기업 

선정기준에 차이가 있는가?   

4-2 

연구계약/

기술이전 

Package 

구상

C 4-2-1: 과제기획, 특히 연구목표 설정이 

명확하게 되어 있는가? 아울러 연구완료시 

이전할 기술의 Package가 연구계획서나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가?

C 4-2-2: 표준연구계약서 및 작성지침이 

준비되어 있는가? 

4-3 

참여기업 

평가 및 선정

C 4-3-1: 참여기업 평가 시, 자료는 풍부하고 

신뢰성이 있는가? 평가자는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가? 

C 4-3-2: 참여기업과의 역할 분담 및 

지원/협력체제가 잘 구축되어 있는가? 

-Partner 

 Selection

4-4 

협상 및 

계약

C 4-4-1: 기술관리자/연구진이 협상의 원칙과 

절차를 잘 알고 있는가?

C 4-4-2: 기술소유권, 장비소유권 등 계약의 

권리/의무사항과 Contingency Plan이 

구체적이고 명확히 포함되어 있는가?  

-협상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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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19] 과 같다. 

[표 5-19] Step 5-1(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 개요

2. 단계 5-2(관련기술 상호 학습)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0] 과 같다. 

[표 5-20] Step 5-2(관련기술 상호 학습) 개요

Step 5-1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

활동개요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를 위하여, 기술 개발 단계를 전

체적으로 관장할 프로젝트 리더의 업무를 정의하여 문서화 하

고 리더를 뒷받침할 시스템의 구축한다.

활동내용

- 공동 기술개발 단계별 milstone 정의

- PL 업무 정의 및 문서화

- 공동 기술개발을 위한 상호 협조 시스템 구축

사용가능 

기법/지침

- 연구과제의 중간평가 시 고려사항 [#45]

- WBS [#46]

- Gantt Chart [#47]

- Pert/CPM [#48]

산출물
- PL 업무 매뉴얼

- 기술개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

참고자료

Step 5-2: 관련기술 상호 학습

활동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이 실용화 제품에 적절하게 체화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실용화 기술이 적용되는 분야의 기술

과의 적합성을 높일 수 있는 상호 학습을 촉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활동내용
- 상호 기술 수준 파악

- 기술축적 촉진 시스템 구축



- 272 -

3. 단계 5-3(Communication 관리)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1] 과 같다. 

[표 5-21] Step 5-3(Communication 관리) 개요

4. 제 5 단계 수행을 위한 Checklist

제 5 단계에서 수행 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Checklist 는 [표 5-22] 

와 같다. 

- 상호 기술학습을 위한 상호 지원 활동 공식화

사용가능 

기법/지침

- 기술학습 촉진 방안 [#49]

- 상호 세미나 개최

- 상호 연수원 연수

- 실제 기술 테스트

산출물 - 기술 학습 매뉴얼

참고자료

Step 5-3: Communication 관리

활동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제공되는 기술과 이를 실

용화 하는 기업 사이에 이뤄지는 공동 기술 개발 및 상호 기

술학습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한 Communication 시스템을 구

축한다.

활용내용

- 정기적인 실용화 프로젝트 회의

- 비공식적인 친목활동 개최

- Communication 지침 작성

사용가능 

기법/지침
- 게이트 키퍼 활용

산출물
- Communication 지침 [#50]

- Communication 촉진 방안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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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 Step 5(산업체와의 공동개발)에 대한 Checklist

제 6 절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제6단계는 실용화에 활용될 세부 기술을 실용화 기업과 공동으로 개발하

는 단계이다. 공동기술개발의 가장 큰 성패 요인인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관리 및 이를 위한 사업단의 지원 시스템 구축은 매우 중요하다.

1. 단계 6-1(기술이전 계약 고려사항 마련 및 기술학습 촉진)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3] 과 같다.

[표 5-23] Step 6-1(기술이전 계약 고려사항 마련 및 기술학습 촉진) 

개요

세부단계 Checklist 관련자료

5-1 

공동 

기술개발 

프로젝트 

관리

C 5-1-1: 공동 프로젝트의 목표/진도관리가 

정해진 Process에 따라 제대로 되고 있는가? 

C 5-1-2: 프로젝트가 목표와 다른 방향으로 

가거나 성과가 매우 미흡할 때, Early Alert 

System이 작동하는가? 

C 5-1-3:프로젝트 리더의 역할에 대해 P/L들이 

잘 알고 있고, P/L 교육도 수시로 추진하고 

있는가? 

5-2 

관련기술 

상호 학습

C 5-2-1: 실용화 관련 상호 보유기술은 잘 

정리되어 있는가?

C 5-2-2: 상호 보유기술 전문가 파견이 

가능한가?

C 5-2-3: 참여기업의 기술흡수/기술학습 촉진을 

위한 노력이 있는가? 

5-3 

Communicat

ion 관리

C 5-3-1: 산업체와의 Communication 채널/ 

내용/방식이 잘 작동하고 있는가? 

C 5-3-2:  Communication 활성화를 위해 어떤 

제도적 장치나 노력이 있는가? 

Step 6-1 기술이전 계약 고려사항 마련 및 기술학습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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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6-2(기술자산관리 원칙/방안 정립)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4] 와 같다.

[표 5-24] Step 6-2(기술자산관리 원칙/방안 정립) 개요

활동개요

보유중이거나 개발중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라이센싱을 위

해, 기술소유권/사용권 계약에 따른 구체적 원칙/지침을 마련

하고, 기술이전의 범위나 기술료 산정 방식을 정립한다.

활동내용
- 기술이전의 범위 및 방안에 관한 원칙/전략 수립

- 기술료 산정에 관한 원칙/전략 수립

사용가능 

기법/지침
- 기술학습 촉진 방안 [#49]

산출물
- 전용실시권 & 통상실시권

- 라이센싱 기업이 계약 미 이행시 대응책

참고자료

Step 6-2 기술자산관리 원칙/방안 정립

활동개요

실용화 기술의 소유권 개념과 기술 자산화 방안을 정립한다.

기술 소유권의 적극 활용을 위해 특허 정책/방침을 수립하고, 

특히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원칙과 지침을 마련한다.

활동내용

- 기술 자산화 방안 수립

- 기술 소유권 및 사용권의 정립

- 기술자산 관리 원칙/방안 정립

- 특허 출원 정책 수립

- 특허 청구 범위 결정

사용가능 

기법/지침
- Patent Map 작성 [#51]

산출물

- 특허를 포함한 지적자산관리 방안 [#52]

  --> 권리화 된 자산 : 특허, 실용신안 등

  --> 권리화 되지 않은 자산 : 노하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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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계 6-3(특허 출원 정책/방침)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5] 과 같다.

[표 5-25] Step 6-3(특허 출원 정책/방침) 개요

4. 단계 6-4(기술 Know-How 관리/핵심기술 축적)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6] 과 같다.

[표 5-26] Step 6-4(기술 Know-How 관리/핵심기술 축적) 개요

- 기술 자산 Code 화

  --> DB 관리

참고자료

Step 6-3: 특허 출원 정책/방침

활동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에 대한 

특허 출원 정책을 결정하며, 이 과정에서 발생 할 수 있는 문

제들에 대해 미리 대비책을 마련한다.

활동내용

- 유사 기술 및 경쟁 기술의 특허 현황 파악

- 특허 출원시 특허 출원 범위에 대한 정책/방침 결정

- 특허 출원시 발생 가능 문제 리스트 작성

사용가능 

기법/지침

- 핵심역량 분석 [#53]

- 기존 분쟁 사례 문헌 조사

- 해당 분야 전문가 채용

- 변리사 아웃소싱

- Patent Map

산출물
- 특허 출원 방침

- 특허 분쟁시 대응책 Checklist

참고자료

Step 6-4: 기술 Know-How 관리/핵심기술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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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6 단계 수행을 위한 Checklist

제 6 단계에서 수행 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Checklist 는 [표 5-27] 

와 같다. 

세부단계 Checklist 관련자료

6-1 

기술이전 

계약 

고려사항 

마련 및 

기술학습 

촉진

C 8-1-1: 기술이전 표준계약서가 있는가?

C 8-1-2: 기술 실용화를 위한 보완자산 

확보방안이 검토/마련되었는가?

C 8-1-3: 기술소유권/사용권 계약에 따른 

구체적 원칙/지침이 있는가? 

C 8-1-4: 기술이전의 범위나 기술료 산정방식이 

정립되어 있는가? 

C 8-1-5: 기술이전/판매 Package 구성의 

체계/형식/지침이 있는가?

C 8-1-6: Warranty, 사업 중단에 대한 대처 

등이 포함되었나? 

6-2 

기술자산관리 

C 6-2-1: 기술의 소유권 개념과 기술자산화 

방안이 정립되어 있나? 

활동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 시에 발생한 지적자산 중에 특

허로 등록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방침을 설정

하고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활용내용

- 지적자산의 정의 확립 및 특성별 분류

- 지적자산 관리 담당자 지정 및 역할 정의

- 지적자산의 문서화

- 지적자산 Database 구축

사용가능 

기법/지침
- 실용화 인력의 육성(지속적인 교육 등) [#54]

산출물

- 지적자산 관리자 업무 매뉴얼

- 지적자산 Document

- 지적자산 DB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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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7] Step 6(기술이전 및 특허관리)에 대한 Checklist

제 7 절 종합관리 능력 향상

제7단계는 실용화 기술에 대한 기술 관리 및 해당 기술에 대한 특허 출

원을 하는 단계로서 실용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기술 소유권 분쟁

에 대비하고, 해당 기술을 자산으로 인식하여, 이에 대한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는 단계이다. 

1. 단계 7-1(참여기업 사업화 지원체제 구축)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8] 과 같다.

[표 5-28] Step 7-1(참여기업 사업화 지원체제 구축) 개요

원칙/방안 

정립

C 6-2-2: 기술소유권의 적극 활용을 통한 수익 

제고 방안이 준비/개발되어 있는가?

C 6-2-3: 연관기술, 관계기관의 업무/사업과 

연계해서 사업단의 수익제고를 이루는 

방법이나 기회가 있을 것인가? 

6-3 

특허 출원 

정책/방침

C 6-3-1: 특허정책/방침, 특허청구범위에 대한 

원칙과 지침이 있는가? 

C 6-3-2: 실용화 팀의 담당자가 특허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가? 교육은 이수하 는가? 

C 6-3-3: 특허출원을 도와주는 전담변리사나 

전문가가 있는가? 그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가? 
6-4    기술 

Know-How 

관리/핵심기

술 축적

C 6-4-1: 핵심기술을 명확히 정의하고, 

해당기술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는가?

C 6-4-2: 핵심기술역량의 파악/축적을 통해 

핵심기술 축적이 문서화/DB화 되어 있는가?

Step 7-1: 참여기업 사업화 지원체제 구축

활동개요

실용화 기업의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고, 그 과

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 을 구축

한다.

활동내용 - 실용화 인력의 지속적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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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 7-2(과제수행/( 개발)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29] 과 같다.

[표 5-29] Step 7-2(과제수행/( 개발) 개요

3. 단계 7-3(수행과제 성과분석)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30] 과 같다.

- 인력파견

- 사업화 지원 인력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

사용가능 

기법/지침
- 기술지도 공동계획서

산출물 - 실용화 사업화 지원체제 [#55]

참고자료

- 참여기업 일반 정보

- Key Actors

- 사업화 지원체제 구축

Step 7-2: 과제수행/( 개발

활동개요
실용화의 성과를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잇는 성과

지표를 개발한다.

활동내용

- 실용화 성과의 분야별 분류(기술개발, 사업화지원)

- 타 사례 및 타 기관 벤치마킹

- 실용화 성과 평가 기준 마련

- 성과지표 개발

사용가능 

기법/지침

- 과제 평가 기준 [#56]

- 실용화 성과지표 선정 [#57]

산출물 - 과제수행/실용화 성과지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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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30] Step 7-3(수행과제 성과분석) 개요

4. 단계 7-4(연구결과 및 사업화 성과의 문서화)

이 단계에서 수행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경 관리 기법과 세부 활동 

지침은 [표 5-31] 과 같다.

[표 5-31] Step 7-4(연구결과 및 사업화 성과의 문서화) 개요

 

Step 7-3: 수행과제 성과분석

활동개요
기 마련된 성과지표를 바탕으로 실용화 성과에 대한 성과를 

분석한다.

활동내용

- 실용화 성과 확보

- 실용화 성과의 기술적/상업적 성패 분석

- 실용화 참여 인력에 대한 인터뷰

사용가능 

기법/지침

- 성과분석지표 적용상의 고려사항 [#58]

- BSC 응용

산출물 - 수행과제 성과분석 보고서

참고자료

step 7-4: 연구결과 및 사업화 성과의 문서화

활동개요

참여기업과 실용화 연계를 통하여 새롭게 확보한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과 상업적 성과를 얻게되기까지의 과정을 자세하게 

문서화함으로써 향후 새롭게 추진되는 실용화 사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적자산화 한다.

활용내용
- 사업화 성과의 정리

- 실용화 성과의 체계적 정리

사용가능 

기법/지침

- 사업화 성과 문서화 원칙 [#59]

- 실용화 사업 성과 관리 방식

산출물 - 실용화 사업 보고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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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 7 단계 수행을 위한 Checklist

제 7 단계에서 수행 되야 할 주요 활동에 대한 Checklist 는 [표 5-32] 

와 같다.

[표 5-32] Step 7(종합관리 능력 향상)에 대한 Checklist

세부단계 Checklist 관련자료

7-1 

협력기업 

사업화 지원

C 7-1-1: 기술이전 후 사후관리의 방침과 

범위가 정해져 있는가?

C 7-1-2: 지속적인 기술/시장 변화가 제도적/ 

조직적으로 Monitoring 되고 있는가?

C 7-1-3: 연구 인력들이 기술이전 이후의 

기술/시장 등 실용화 지원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가? 

C 7-1-4: 협력기업의 마케팅 지원을 위한 

역량과 경험,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가? 

7-2 사업화 

지원 체제 

구축

C 7-2-1: 실용화 팀 구성원의 조건과 자격이 

명기되어 있는가? 

C 7-2-2: 실용화 지원체제가 전략-조직-과정- 

Criteria-Format에 이르기까지 정립되어 

있나? 

C 7-2-3: 특허기술이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나? 

C 7-2-4: 신규 특허를 포함해, Patent Map 

작업이 가끔 수행되나? 

C 7-2-5: 실용화연구에 참여한 연구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가 있는가? 

C 7-2-6: 연구원 창업 시의 성과공유방안이 

정립되어 있는가?  

C 7-2-7: 사업단의 실용화 촉진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용화 팀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7-3 

과제수행/실

용화 

성과지표 

개발

C 7-3-1: 수행과제에 대한 성과평가지표가 

있는가? BSC 개념이 사용되었는가? 

C 7-3-2: 성과평가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BSC

7-4 

수행과제 

C 7-4-1: 수행과제의 목표/진도/예산이 

계획대로 잘 수행되었나?
-기술학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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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분석

C 7-4-2: 참여기업의 기술학습 수준은 

어떠한가? 학습이 느리다면 대응방안은 

무엇인가?  

7-5 

연구결과 및 

사업화 

성과의 

문서화

C 7-5-1: 실용화 과제 추진과정 및 성과가 

문서화 되고 있나? 기술성과 입증자료가 

체계적으로 축적되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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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절 실용화 기업 연계 단계별 체크리스트의 활용 방안 

앞의 4장에서는 실용화를 위해 수행되어야 할 업무를 단계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주요 활동들을 제시하 다. 추가적으로 5장 1~7절에서는 각 단

계를 체계적으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수행되어야 할 주요 활동과 

이를 보완할 체크리스트를 함께 제시하 다. 이를 바탕으로 양성자기반공

학기술의 실용화를 촉진할 체계적인 시스템을 [그림 5-1] 과 같이 제안

하고자 한다. 

[그림 5-1]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실용화 지원 시스템

제안하고자 하는 실용화 지원 시스템(Commercialization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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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 CSS)은 크게 실용화 프로젝트 계획 단계, 실용화 프로젝트 관

리 단계, 그리고 부가적인 지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프로젝트 계획 단계에서는 실용화의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고 수

행 업무를 정의하게 되며 이를 통하여 결과적으로 실용화 프로젝트를 추

진하는데 활용될 매뉴얼이 개발된다. 먼저 실용화의 목적 및 최종 성과 

목표를 확정하여 이를 수행하기 위한 활동들을 구체적이고 자세히 정의

하고 서술한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활동의 수행 상황을 관리하고 결과를 

점검할 체크리스트들을 확보한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실용화 과정을 전

반적으로 관리할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한다.

둘째, 프로젝트 관리 단계에서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이전, 그리고 상업

화 하는 과정을 관리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먼저 첫째 단계에서 

정의하 던 활동들을 수행하게 되며, 이를 앞서 확보하 던 체크리스트에 

의해 점검/관리하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매뉴얼을 활용하여 빠지는 활동

이 없고, 세부 활동들이 프로젝트 계획단계에서 고려하 던 목표들을 정

확하게 수행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수행된 실용화 프로젝트의 결과를 

평가/정리한다.

마지막으로, 부가지원 단계는 해당 실용화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과정 중 

프로젝트의 내용과 목표를 수정, 보완함으로서 성과를 높이는 과정과 프

로젝트 최종 성과를 평가하여 추후에 수행될 실용화 프로젝트에 참고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첫째 단계에서 설정하 던 목표와 세부 활동 

내용은 실제 프로젝트 수행 도중 성과의 향상이나 현실적 제약으로 수정 

되어야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를 지원/수행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구

체적인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 보완이 필요한 경우 해당 프로젝트의 내용

을 변경하게 되고 이를 바탕으로 목표의 재설정이 필수적이다. 이럴 경우 

Checklist 의 변경이 이뤄져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평가 항목 및 성가 

지표의 변경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수행된 프로젝트의 결과

를 통하여 현 프로젝트에서 나타났던 문제점과 촉진 요인들을 추후에 수

행될 프로젝트에 반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정보 시스템 및 행정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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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토의

제 1 절 결론 및 요약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2010년까지 양성자 가속기를 개발

하고, 이와 함께 양성자 빔 이용기술과 장치기술을 확보하는데 목적을 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을 추진 중이다. 추가적으로 본 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관련 벤처기업 창출기반 조성도 함께 달

성하고자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하여, 향후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는 NT, BT, IT, ST, ET 분야의 최첨단 기

술의 활용에 대한 제반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경우 높은 수준의 제반기술이 필요하며, 초기에 높

은 설비투자비가 필요하다는 기술 특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해당기술

을 실용화 할 최적의 기업을 찾는 것이 신기술 산업화 및 신생 벤처 창

출 성공의 가장 큰 관건 중 하나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진국의 기술연구소 및 양성자가속기 관련 연구

소들의 기술이전 및 실용화 시스템과 현황을 분석하 다. 이를 기반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술을 실용화하는데 적

합한 기업을 탐색하고, 실용화 계약을 통해 상업적 성과를 얻어내기까지

의 과정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데 핵심 축이 되는 “실용화 기업 연계 모

델”을 제시하 다.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과정

에서 발생되는 기술을 단순히 기술개발사업의 부산물이 아니라 지적자산

으로 효과적으로 관리하여, 이를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관련 기업과의 연계

를 통해 상업적 성과를 확보하고, 산업전반에 걸친 파급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설계하 다.

해당 모델은 전체적으로는 총 7단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용화 하고자 

하는 기술에 따라 상황에 따라 간략하게 적용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세부 단계를 살펴보면 보유기술의 체계적 정리,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 기술적용의 사업성 분석, 참여기업 선정, 산업체와의 공동

개발, 기술이전 및 특허관리, 그리고 종합관리 능력 향상의 단계로 구성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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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더불어 해당 모델에 따라 실용화를 추진함에 있어, 모델의 적용 가

능성 및 효과성을 배가시키기 위해, 단계별로 세부 활동을 제시하 으며, 

각 단계를 수행함에 있어 점검 및 관리 하여야 할 사항들에 대한 체크리

스트를 제시하 다. 특히 체크리스트는 각 단계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주

요항목들을 미리 점검하게 하기 때문에, 문제점 파악 및 잠재적인 위험관

리 차원에서도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의 전 단계들이 사업단 내에서 효과

적으로 관리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실용화 지

원 시스템”을 제시하 다. 제안한 시스템은 실용화 프로젝트 계획 단계, 

실용화 프로젝트 관리 단계, 그리고 부가적인 지원 단계로 이루어져 있

다. 

제 2 절 향후 과제

본 연구에서는 외국 사례연구와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특성을 바탕으로 

해당 기술을 실제로 실용화 하는데 근간이 될 “실용화 기업 연계 모델”

을 제시하 다. 향후 본 모델을 실제 현업에서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하

여 추가적으로 3가지가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진다.

첫째, 실용화 지원 부서의 전문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 현재의 실용화 기

획부서의 지원 중심의 역할에서 실용화를 아이템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사업성을 검토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 할 필요가 있을 것이

다. 기존의 인력으로는 실용화 가능 기술의 탐색, 탐색기술의 사업성 분

석, 실용화 참여기업의 선정, 연구개발 및 라이센싱 계약의 관리, 실용화 

성과 측정 및 축적에 이르는 실용화의 전 과정을 관리하기 힘들다고 여

겨진다. 따라서 인력의 보강과 더불어 교육을 통한 역량의 확보가 매우 

필요하다. 이와 함께, 외부의 경 전문가를 충원하여 기술과 경 지원 모

두가 가능한 실용화 지원팀을 구성하여야 할 것이다. 또 외부 전문가 집

단을 통해 세부 전문 분야의 부족을 채우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다.

둘째, 실용화 결과의 지적 자산화가 필요하다.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의 공동개발 혹은 기술이전을 통해 시장에서 상업적 성과를 확보한 사례



- 286 -

가 존재하지는 않지만, 향후 실용화 전 과정을 끝마친 사례가 나타났을 

때 그 과정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및 집중 관리해야 할 사항들에 대

한 문서화 및 데이터베이스와가 필요하다. 이를 통하여 향후 추가적으로 

수행될 실용화 과제에서 지적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실용화 기업 연계 방안 체크리스트의 지속적인 보완 및 각종 지표

의 재조정이 필요하다. 현재 제시한 체크리스트와 각종 지표의 설정 기준

은 문헌 조사 및 기존의 실용화 사례에 기반한 것으로서 실제 실용화 과

정에서는 수정 및 추가가 필요하다. 따라서 실용화 지원 부서에 의해서 

실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이 산업적으로 활용 되었을때 나타날 수 있는 

상황을 반 하여 지속적으로 보완 및 재조정이 필요하다.

위와 같은 사항이 보완된다면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를 추진하는

데 있어 실용화 기업과의 연계가 더욱 효과적으로 수행 될 수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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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기술체계도(Technology Tree)

기술을 요소기술별로 구분, 정리하는 방법론의 하나로서, 기술분야, 범위, 

목표수준, 경쟁사 Benchmarking 내용 등을 명확히 정리하여 연구분야의 

기술을 체계화시키는 구체적인 방법이다. 

기술체계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기술과 제품이 아니라 요소기술

을 기능으로 분류한 목적기능과 기본기능으로 작성이 되며, 제품과 기술

은 기능을 실현하는 수단이므로 보다 근본적인 기능위주의 전개가 필요

하다. 그리고 기술체계도의 최상위에 기술 domain이 되는 "목적 기능"을 

정의하고, 목적기능을 기본적으로 표현할 "기본기능 "의 순으로 작성하게 

된다. 이때 목적기능은 고객의 만족과 효용을 표현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하는 기술분야와 목표수준을 결정하고, 기본기능은 고객의 만족과 효용을 

실현하기 위한 방식과 기능을 표현하고 핵심기술을 확립하게 된다.

실제 기술체계도의 행태를 살펴보면 [그림 부-1]처럼 기술을 기능(목적, 

역할, 효용)으로 표현하고, 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한 세부기술(기능)을 체

계적으로 정리하게 된다. 이때, 기술과 제품은 기능을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이므로 기술체계도를 기술, 제품, 재료명이 아닌 기능으로 표현하여

야 한다.

[그림 부-1] 기술체계도 형태

작성된 기술체계도는 유망한 연구개발 역 설정하고 핵심기술과 목표수

준을 설정을 설정하는 데에 유용하게 사용된다. 기술을 체계적으로 정리

하고 현재부터 장래의 기술발전 경로에 대한 가설을 세움으로서 어떠한 

용도와 기능가치로서 구체화시킬 것인가를 예측하고 유망한 테마를 정해

문제와 해결의 연쇄

목적기능
기본기능=기술문제 기술적해결=이차기능

기술적해결=이차기능

기술적해결=이차기능

사업 Domain 기술=Seed 제품,제법

제품

제품

제품

Need

?

N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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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경 자원 투입전략 수립함으로써 유망한 연구개발 역을 설정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능가치를 실현하는 핵심기술을 명확히 하기위해 기술

을 세분화하고 기술원리를 연구함으로서, 세분화된 기술의 평가기준을 연

구하고 기존 수준을 benchmarking하고 수준의 가설을 세워서 목표를 정

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핵심기술과 목표수준을 설정하게 된다. 

[그림 부-2] 기술체계도 작성방법

기술체계도의 작성은 [그림 부-2]와 같이 크게 2단계에 걸쳐 이루어진다. 

첫째, 연구테마의 기능전개 단계는 기술체계도를 작성하고자 하는 연구테

마에 대하여 기능전개를 실시하고 그에 따라 목적기능을 선정하는 단계

이다. 그 세부 과정을 살펴보면, 먼저 선정된 목적기능에 대해 해당 목적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원리구조를 파악하게 된다. 이때, 먼저 목적을 명

확하게 정의하고, 그에 대한 용도와 해당 용도를 구현 하 을 때 획득 할 

수 있는 혜택을 고려하고, 사회/기술 환경을 함께 분석하여야 한다. 또 

이를 구현할 원리구조를 파악하여 이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그에 따른 

기본 기능들을 선별한다. 

둘째, 핵심기술 세분화 단계에서는 연구테마의 기능전개 단계에서 탐색된 

연구테마의 기능전개

기본 기능

기본 기능

연구 테마

기능

성능 특성

관련 기능

핵심 기술

관련 기술

세분 기술

세분 기술

연구테마의 원리구조·원리 process

IN PROCESS OUT

기능과 특성을

실현시키는 가설과

기술테마의 도출

목적 기능

핵심기술의 세분화

기본기능의

원리 메카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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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기본 기능에 대해 해당 기술을 구현하기 위한 세분 기술을 탐색/열

거 하는 단계이다. 본 단계에서는 이를 수행하기 위해 먼저, 개별 기본 

기능에 대해 특허, 문헌, 논문 등을 탐색하여 원리 메카니즘을 찾고, 이를 

통해 기술적 해결방법을 탐색하게 된다. 또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기본 

기능의 기능과 특성을 실현하는 가설과 핵심기술을 도출하게 된다. 그리

고  도출된 핵심기술의 성능특성을 제어하는 파라메타를 연구하고, 이를 

통해 핵심기술을 가장 작은 단위의 세분 기술로 그룹화 하는 작업을 한

다.

기술체계도는 연구테마의 기능전개 단계와 핵심기술의 세분화 단계를 거

쳐 확보한 목적기능, 기본기능, 핵심기능, 그리고 세분 기술에 이르는 각 

요소들을 해당 기술들의 종류 및 분야에 맞도록 Tree type, Network 

type, Chain type, Diagram type 중의 한가지 형태로 정리하여 완성시키

게 된다. 

[그림 부-3] 기술체계도 예 (무공해 자동차 개발 기술)

#02. SWOT Analysis

SWOT분석은 외부환경의 기회요인(Opportunity)과 위협요인(T)을 파악

하고 기업내부의 강점(S)과 약점(W)을 분석한 후 전략적 대안을 도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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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석방법이다. SWOT분석을 통해 기업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새로운 사업기회를 포착하고 기업의 약점을 최소화하면서 위협요인에 대

처하는 전략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외부환경의 변화는 기업의 관점에 따라 위협요인이 될 수도 있고 기회요

인이 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일본제품에 대한 수입규제의 철폐는 국내 

가전사들에게 상당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지만, 이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절호의 기호로도 파악할 수 

있다.

[표 부-1]  Global Star 의 SWOT 분석 사례

□□□□□□□□□□□□□□□□□□□□□□□□□□□□□□□□□□□□□□□□□□□□□□□□□□□□□□□□□□□□□□□□□□□□□□□□□□□□□□□□□□□□□□□□□□□□□□□□□□□□□□□□□□□□□□□□□□□□□□□□□□□□□□□□□□□□
□□□□□□□□□□□□□□□□□□□□□□□□□□□□□□□□□□□□□□
□□ 기회요인                               □□ 위협요인               

                 □□
□□                                        □□              
                 □□
□□ 1. 분산된 가족활동, 이동성 증가        □□ 1. 선두주자의 실패에 따른 

우려감         □□
□□ 2. 소득증가 (특히 토가 넓은 나라)    □□ 2. 경쟁 심화              

               □□
□□ 3. 기술의 급속한 발전추세/ 가격인하    □□ 3. 시장의 불확실성/ 고객

이 익숙하지 않음 □□
□□ 4. 스피드, 타이밍의 중요성 증가        □□ 4. 유통업체의 기술력, 지

식 미흡          □□
□□ 5. 무선 데이터 송수신 수요 증가        □□ 5. 가격의 상대적 고가 (아

직도)           □□
□□ 6. 주요국의 연구지원                   □□ 6. 특히 주요 소비국이 개

도국인 점        □□
□□ 7. 통신산업에 대한 투자선호추세        □□ 7. 정부 규정등이 다르고 

까다로움         □□
□□ 8. 보다 가정화된 가치관                □□ 8. 외환 불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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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9. 보다 자유화된 세계, 정치            □□              
                □□
□□□□□□□□□□□□□□□□□□□□□□□□□□□□□□□□□□□□□□□□□□□□□□□□□□□□□□□□□□□□□□□□□□□□□□□□□□□□□□□□□□□□□□□□□□□□□□□□□□□□□□□□□□□□□□□□□□□□□□□□□□□□□□□□□□□□
□□□□□□□□□□□□□□□□□□□□□□□□□□□□□□□□□□□□□□
□□ 강점                                   □□ 약점               

                 □□
□□                                        □□              
                 □□
□□ 1.Multimode Phones                     □□ 1. 경 의 경험부족, 인력

(?)              □□
□□ 2. 비교적 저렴한 원가                  □□ 2. 고객의 구체적 프로파

일 부족           □□
□□ 3. 기술력 강한 투자업체                □□ 3. 시장세분화/ 타게팅 아

직 미흡          □□
□□ 4. 마케팅계획의 비교적 철저한 준비     □□ 4. 아직도 기술지향적 (?)  

               □□
□□    - 제품, 유통, STP                   □□              
                 □□
□□ 5. 현재 선두주자                       □□              
                □□
□□□□□□□□□□□□□□□□□□□□□□□□□□□□□□□□□□□□□□□□□□□□□□□□□□□□□□□□□□□□□□□□□□□□□□□□□□□□□□□□□□□□□□□□□□□□□□□□□□□□□□□□□□□□□□□□□□□□□□□□□□□□□□□□□□□□
□□□□□□□□□□□□□□□□□□□□□□□□□□□□□□□□□□□□□□

#03. 보유기술 내역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자산을 효과적으

롸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자산의 데이터 베이스화가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한 

일관된 형태로 관리하여야 한다. 따라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특성을 고



- 296 -

려한 보유기술 내역서의 작성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그 예로 [표 부-2] 

와 같은 보유기술 내역서 양식을 제시한다. 제시된 보유기술 내역서 양식

은 완전한 것이 아니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내에서 지속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표 부-2] 보유기술 내역서 양식

#04. 기술역량 분석표

보유 중인 기술에 대하여 기술역량 분석표를 [표 부-3]와 같은 형태로 

작성하여 관리 한다. 보유 중인 기술를 구성하는 요소기술을 파악하고, 

요소 기술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와 기술습득 정도를 5점 척도로 표기하

여 보유 중인 기술에 대한 역량을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표 부-3] 기술역량 분석표

Code 기술명

기술개요

개발자 개발기간

특허관련 사항 논문관련 사항

실용화 현황

적용 대상분야

적용 대상기업

기술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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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기술예측의 기법

가. 기술예측의 개념  

기술예측이란 지속적인 기술현황 분석과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과학기술

의 발전을 초기에 인식하는데 목적을 두고, 일정기간 중에 개발될 특정기

술의 발전 속도 방향 및 발전범위 등에 대하여 현실에 가까운 추정을 하

는 것으로, 특정한 논리체계에 따라 설계, 생산, 기계 재료 및 공정의 이

용과 관련된 기술특성(Technical Parameter)의 변화정도, 기술속성과 시

기에 관한 정량화 된 전망을 하는 것(Bright)이다.

즉 다음의 3가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① What will occur/What will be 어떻게 될 것이다.

② What could occur/What could be 어떻게 될 수 있다.

③ What should occur/What should be 어떻게 되어야만 한다. 

code 기술명

요소

기술명

상대적

중요도

기술역량

1 2 3 4 5

요소기술A 2 V

요소기술B 3 V

요소기술C 1 V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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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예측의 4가지 기본요소 

예측기간: 예측이 실현될 시점(특정시점 또는 Time Span)

해당기술의 본질: 해당기술의 정의 및 범위 설정 

해당기술을 나타내는 특성(Characteristics): 기술능력을 나타내는 계량

지표 

확률: 이러한 특성이 구체화(실현)되는 것을 표시하는 확률 

다. 델파이 기법

델파이 기법은 질적 조사 방법으로서, 예측을 하고, 이에 대한 전문가 들

이 조사에 참여한 뒤  전문가 집단들 사이에 Consensus를 확보를 기반 

한 결론의 합의를 유도해 내는 방법이다. 비용 예측, R&D 과제 선정 등

에 이용하며 주로 장기 추세를 예측하는데 다양하게 사용된다. 델파이 기

법은 미국, 일본, 독일 등의 기술 선진국에서 기술예측방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회의에 의하여 의견을 모으려면 여러 가지 종류의 편견이 개

입되기 쉽다. 예를 들어 체면을 생각한다든가, 특정인의 의견이 지배한다

든가 하는 것 등이 그것이다. 그래서 델파이 기법은 이를 극복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것을 강조한다. ① 익명성이다. ② 결과를 통합해서 다시 

돌려줌으로써 먼저 의견을 수정할 수 있게 한다. ③ 돌려주는 자료는 언

제나 집계 형식으로만 제시된다. ④ 돌려주는 자료는 통계적으로 중위수, 

확산도, 빈도 등으로 표현한다. ⑤ 전문가들의 합의를 구하는 방향으로 

운 한다.

델파이 기법을 진행하는 방법은 

1단계 : 예측하고자 하는 주제를 구체화하여 질문지를 작성하고 이에 

관련 된 전문가들을 선정한다.

2단계 : 1차 응답 내용을 정리하여 최초의 응답자들에게 알려 주 는 

후속 질문지를 개발하여 그들의 의견을 다시 조사한다.(IQR, 

Median 값 제시)

3단계 : 각종 통계 기법들을 활용하여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얻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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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결과를 해석함으로써 미래를 

예측한다.(예외응답자 사유설명)

4단계 : 필요 시 추가적으로  Round 실시한다. 

와 같다. 질문지 답변으로서 1차, 2차, 3차, 4차등 회수된 질문지 결과를 

보내면서 다시 질문지 보내어 반응자들이 본래 응답한 것에서 수정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수정 하게 한다. 

최근에는 과학화의 도움으로 컴퓨터나, 단말기를 통하여 응답하고, 전문

가 집단의 결과를 편집, 다시 수정할 수 있게 하는 등 델파이 기법 컴퓨

터 패키지들이 나오고 있다.

(http://members.tripod.com/SSM_Delphi/delphi2.htm 참조)

라. 시나리오 기법

가능한 미래상황의 범위에 대해 향요인 들을 탐색/분석하여 2~3 가지 

가상미래( 시나리오)를 구성하고, 각 경우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기법

으로서 미래의 획일적/확정적 예측은 불가능하므로, 통찰력, 분석력, 변화

에  대한 감수성 등을 바탕으로 더욱 유연성 있는 계획 수립하는 방법이

다.

 시나리오 기법에서는 기술적/비기술적 향 요인들의 예측치들 간의  

상호연관관계를 분석 검토해서 미래를 몇 가지 대안으로 정리하여 총체

적으로 기술하게 되고,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사건들과 조합이 무수히 

많기  때문에 시나리오 구성에 있어서 어느 것을 선택하는가가 매우 중

요하다. 

라. 기술예측결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고려사항

① 예측결과의 사용자를 기술예측과정에 포함시켜야 한다. 

② 예측결과보고서는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한다. 

③ 예측결과 최종발표 이전에 예비보고서를 회람시켜, 관계자들의 제

언을 수렴해야 한다.

④ 예측작업이 끝난 후에도, 예측 담당자들은 예측치가 어떻게 사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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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는지, 얼마나 정확한지 지속적으로 파악(Follow-up)해야 한

다.

마. 현 상황에서의 바람직한 기술예측활동

① 기술예측 전문가의 자체 양성, 기술예측 교육의 강화

(예) 교육/훈련과정 설치

② 선진국의 가속기연구소 및 국내 기술 과학기술관리 기관의 기술예

측결과를 체계적으로 입수/활용

(예) 일본의 2010년 기술예측 

③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체계 및 특성에 대한 명확한 인식 

(예) 기술계통도 작성 

④ 기술동향 분석의 틀 구축 

(예) 장기/중기/단기별 기술동향분석, 분석결과 종합  

⑤ 정보관리의 체계화와 종합화 

(예) 기술정보원/전문가 파악, 정보센터 활성화 

#06. 제품수명주기(Product Life Cycle; PLC)

시장 분석의 가장 큰 방법인 제품수명주기 파악은 소비자 분석을 보다 

더 거시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분석하고자 하는 세그멘트의 시장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시장 전체 중 실제로 나와 관계되는 부문의 규모

(relevant market size)는 어느 정도인지, 그 시장이 성장시장인지, 이미 

성숙한 시장인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여 시장공략전략을 수립하는데 활

용하게 된다. 

[그림 부-4] 제품수명주기곡선(Product Life-Cycle Curve)

PLC는 어떤 제품의 판매량이 시간에 따라 단계별로 변하는 주기성을 갖

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그림 부-4]와 같은 형태로 나타난다. 

PLC에서 가장 먼저 나타나는 단계는 도입기(Introduction)이다. 어떤 제

품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극소수에 불과한 시기이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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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포터블 mp3 플레이어가 처음 나왔을 때, mp3 플레이어가 무엇인지 

알고 있는 사람도 소수이고 더구나 휴대용 재생 기기가 나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더욱 소수 다. 이 소수의 '선각자'들을 혁신자

(Innovator)라고 부르며, 이들은 새로운 제품이 있으면 일단 경험해 보고 

싶어하는 소비자이다. 혁신자들은 신제품을 사용해 본 다음 주변 사람들

이나 매체를 통해 소개한다. 혁신자에 이어 그 다음으로 신기술에 민감한 

소비자들이 구입을 하기 시작한다. 이들을 선각 수용자(Early Adopter)라 

하며, 이렇게 혁신자와 선각 수용자들이 제품을 구입하는 단계를 도입단

계라 한다. 따라서 이 단계에서는 주로 선발기업에 의해 독점적인 상태의 

시장이 나타난다. 시장 선발기업은 제품의 핵심가치(Core product) 창출

에 필요한 기술 및 생산 역량을 보유하고 있으며, 경쟁자에 비해 배타적

으로 역량을 보유하는 동안 시장 선도력 유지가 가능하게 된다.

 도입기를 지나면 제품 시장은 성장기에 접어든다. 이 단계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사람들을 전기다수(early majority)라고 하며 신제품을 구입하

기로 이미 결정은 되어 있는데, 아직 어떤 것을 구입할지 모르는 소비자

이다. 주변의 선각 수용자가 구입한 것을 구경하기도 했고, 또 잡지를 통

해 사용기도 읽어보았기 때문에 mp3 플레이어가 꽤 괜찮은 것이라는 사

실은 이미 알고 있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의 시장은 선발주자 신제품에 

대한 모방제품 및 개선제품으로 경쟁자가 진입하기 시작하면서 경쟁강도

가 강화되고 시장규모가 확대되게 된다. 주로 제품시장 형성 초기에 시장

개척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대기업의 진입 가능성이 크며, 선발기업의 경

도입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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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단순한 제품 핵심기술의 보유로부터 제품 품질관리능력 및 마케팅 능

력 향상으로 도약하는 것이 시장선도력 유지의 관건이 된다. 따라서 욕구

다양성에 맞춘 제품차별화가 경쟁의 초점으로 부각된다.

성장기를 지난 제품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으며 그 제품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는 단계에 접어들게 된다. 그것이 성숙기이다. 이 시점에

서 제품을 구입하는 그룹을 후기다수(late majority)라 하며, 이들은 매우 

보수적인 소비자 층이다. 이들 사이에서는 기능적 가치 측면에서 소비자 

욕구의 동질화 현상이 이루어지는 반면 제품의 상징적/감각적 가치에 대

한 판단에서 욕구 다양화 가능성이 함께 나타난다. 성숙기 시장은 성장이 

정체되어 다수의 제품이 경쟁하면서 경쟁제품 간 소비자의 상표전환을 

통한 시장점유율 확대 경쟁이 가열되고, 제품의 물리적 속성보다는 심리

적 속성에 대한 차별화를 통한 경쟁(브랜드 자산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한편 제품의 차별성이 없는 산업에서는 치열한 가격경쟁의 가능성도 매

우 높다. 

성숙기를 지난 제품은 마지막 단계인 쇠퇴기에 접어든다. 이 단계에서 소

비자들은 제품의 핵심효익 보다는 제품의 주변적 속성에서 경쟁제품 간 

가치를 비교평가를 주로 한다. 이 단계의 시장은 제품시장 규모가 축소하

기 시작하고 새로운 대체품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고, 규모의 경제를 필요

로 하는 기업은 대체적으로 시장에서 철수한다. 따라서 매출량의 감소에

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원가관리 능력과 함께 새로이 등장하는 대체

품의 상대적 가치를 상쇄할 수 있는 가격경쟁력 이 시장 생존의 관건으

로 부각되게 된다. 한편 틈새시장을 대상으로 특화된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은 대체품의 등장 후에도 높은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회

를 가질 수도 있다.

모든 제품이나 기술은 위와 같은 PLC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각 단계에 

맞는 전략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도입기에서는 제품의 효율을 

높이는 전략을 추구하여야 한다. 생산효율성 향상으로 가격을 낮추어 기

존 대체품에 대한 수요를 신제품의 수요로 전환하는 가격에 대한 교차탄

력성 효과 추구하고 규모의 경제에 따른 원가우위에 바탕을 두고 가격경

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는 경쟁자의 진입을 억제시켜야 한다. 또, 제품 생



- 303 -

산에 필요한 원자재 공급원에 대한 관계 구축을 통해 잠재적 경쟁자에 

대한 진입장벽 설치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성장기에서는 제품 차별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제품의 품질

우위를 유지하고 제품의 물리적 속성에 대해 경쟁제품과 차별화 된 판매

소구점(USP)의 구축으로 시장점유율 확대를 추구한다. 이와 함께 심리적 

속성에 대한 제품차별화전략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성숙기에서는 표적 시장공략나 제품효율증가를 주 전략으로 삼는 것이 

효과적이다. 세분화되는 욕구와 증가하는 경쟁에 따라 표적시장을 선별하

여 차별적인 positioning concept을 개발하여야 한다. 반면, 기업의 역량

이 충분하고, 욕구가 '통합'될 때에는, 점차 production efficiency에 기반

을 둔 dominance 전략으로 선회하는 것이 좋다.

쇠퇴기에서는 기능적 차별성 상실에 따라 브랜드자산에 기초를 둔 target 

solution을 제공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대기업의 시장 철수가 이루어

지는 상황에서 적은 매출량으로도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중소기업의 경

우 생산효율성을 통한 저 원가정책으로 대체품의 고 편익/고 가격에 대

항. 최소한의 마케팅 활동으로 추가적 비용의 발생요인을 억제하여 가격

경쟁력 유지하여야 한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경우에도 해당 기술이 활용될 제품의 PLC를 고려

하여 실용화 전략을 수립하고, 그에 적절한 연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

이다. 

#07. S-곡선(기술대체곡선)

기술대체곡선은 [그림 부-5]에서와 같이 기술개발에 걸리는 시간이나 투

입되는 노력과 기술의 성과간의 관계가 일정한 S 형의 패턴을 보이는 것

을 의미한다. 기술개발의 성과는 기술개발 초기에는 매우 낮다가 일정기

간이 지나면 급격히 증가하게 된다. 기술개발 노력이 일정수준을 니자면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기술발전의 속도는 감소하고 점진적인 개

선만이 이루어지게 된다. 

[그림 부-5] S 곡선(기술대체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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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불연속성(Technological Discontinuity)에 의해 새로운 기술이 나

타나면, 새로운 S-곡선이 형성 될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 불연속성을 가

져오는 급진적 혁신은 산업의 외부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다. 산업의 외부

자들은 기존질서를 뒤엎기 위한 충분한 경제적 동기를 갖는다. 반면, 산

업의 내부자들은 기존기술에 대한 경험과 투자부담으로 인하여 새로운 

기술혁신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기술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하게 작용한

다. 

기술의 S-곡선은 기업이 기술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공격자가 될 것

인가 기존기술을 방어자가 될 것인가와 같은 전략적 판단을 하는 데 유

용한 분석틀을 제공한다. 기존기술을 유지하는 방어자는 기술적 한계에 

도달하게 되어 추가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R&D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

는 반면, 공격자는 새로운 기술의 S-곡선으로 도약함으로써 보다 높은 

기술성과 R&D 생산성을 이룩할 수 있기 때문이다.

#08. 기술로드맵 (Technology Roadmap)

(1) 기술로드맵(Technology Roadmap) 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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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드맵이란 기술개발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기술개발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기술적 문서를 가리

키며, 경 자나 기술자로 하여금 미래의 기술상황에 대해 현재보다 더 나

은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보다 정확하게 살펴보면 크게 4가

지로 정의된다.

I. 중장기 핵심 제품군을 위한 필요기술과 핵심기술을 명확히 규정 

--> 중장기란 5~10년 또는 그 이상

II. 제품의 핵심 기능이나 성능 파라메타에 필요한 일련의 기술과 기술 

발전 정도, 보유한 기술 및 핵심 역량을 명시

III. 기술변화의 연계성과 기술통합을 표현

--> 기술변화 단위 : 핵심성능이 한 수준 향상되어 새로운 핵심제품

이 출현

IV. 개발전략과 일정을 규정하고, 불확실성과 리스크를 검토

--> 필요시 대략적인 cost를 포함

기술로드맵을 기술기획에 적용하게 되면, 기존에 단순히 [기술개발] --> 

[제품생산] --> [시장수요 충족] 으로 이루어지던 기술개발을 [미래수요 

파악] --> [요구제품] --> [핵심기술도출] 의 형태로 진행할 수 있게 된

다.

기술로드맵은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그림 부-6]과 같이 3단계로 구성된

다. 첫번째, 사전활동 단계, 두번째, 기술로드맵 작성단계, 마지막으로 세

번째, 추진단계이다.

단계별 세부 수행 업무들을 살펴보면, 첫번째, 사전활동단계에서는 다음

의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1) 연구부문/사업부문/( 업부문) Working Group구성 

- 사무국은 부문별로 WG 참여인력 임의 선정하고 사전모임 주관

- 사전 협의 통해 WG 인력, 일정 및 완료시기를 정함

- 사무국은 협의내용을 중심으로 추진(안) 수립

[그림 부-6] 기술로드맵 활용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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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제품의 needs 파악

- 사전 협의시 자유로운 의견교환으로 needs 도출 

- 공유되고 있다고 인식되어 온 needs를 명확히 함(암묵지→형식지)

(3) 작성의 필요성 인식시키고 협조분위기 조성

두번째, 기술로드맵 작성단계에서는 다음의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1)　W/G 운 으로 needs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정기협의 (긴급도에 따라 협의주기 조정)

- 상호 필요에 의한 협의임을 인지

- 보고일정을 정하고 공지 (적극 참여 위한 목표 명시)

(2) 공동으로 기술로드맵 작성 

- 작성상의 역할을 분담하고 수시로 모여서 협의

- 자료정리는 사무국이 주관하나 WG내에서 반복검증

- 불분명한 부분은 명시하고, Review시 보완

(3) 부문별 보고

- Top과도 방향을 공유함으로써 지원 유도

- 의사결정의 근거 제시

1단계 : 
사전준비

2단계 : 
TRM 작성

3단계 : 
Follow up

• 부문별 W/G 구성

• 필요성 공감대 형성

• 대상/목적/범위 설정

• 동향 및 수준 분석

• 이슈 도출 및 목표 설정

• 핵심영역별 TRM 작성

• TRM 공유/지지력 확보

• 실행계획으로 연결

• 주기적인 재검토/보완

시장전망/예측
Market needs 
assessment

분석/기획
Requirement 
identification

전략도출
Technology plan

가정, 규제, 
정책의지 등을

파악하여 전망 평가

Customer/market 
Needs

이슈를 도출하고, 
인과분석을 하고, 
이슈를 과제화

Target(product/
services) 정의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activity)을
도출하고 통합

Technology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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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추진단계에서는 다음의 업무들이 수행되어야 한다.

(1)　기술로드맵을 부문별로 공개/공유

- W/G의 구성원은 해당 부문에 전파 

(2) 기술로드맵에 의한 기술 전개/수행

- 기술/제품의 중장기 전략으로 활용

- 각 기술군에 대한 세부 수행계획 수립

- 과제화, 기술협력회의 등 실시

(3) 주기적으로 기술로드맵 review

- 기술과 needs의 변화정도에 따라 수시 보완

하지만 이런 기술로드맵 작성시에는 몇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첫째, 기존기술의 연장선에 머물러서는 안되며, 잠재 Needs를 파악하여 

기존기술의 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둘째, 서술식이 아닌 그림과 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셋째, 작성에 참여하는 팀원 내에 같이 작

성하고 수행한다는 인식을 공유하여야 한다. 넷째, 작성이 지연되더라도 

반복적인 협의 자체가 프로세스인 것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기술로드맵의 실패를 야기할 수도 있는 critical factor 

(slow-stoppers)와 기술로드맵에 거론되지 않은 역을 명확히 하고, 기

술 및 수행상의 취할 점등도 기재하여야 한다.

[그림 부-7] 기술로드맵 작성 예

다. 기술로드맵 작성 및 활용

기술로드맵의 작성 절차는 아래처럼 5단계로 구분지을 수 있다.

①　STEP 1: 기술로드맵 작성 대상의 선정 

- 사업 전략 측면/기술의 전략적 중요성 검토 (사업전략, 기술전략, 

핵심역량 고려)

② STEP 2: 해당부문의 시장수요 예측 및 핵심 향요인, 기술적 요구  

  사항 파악   

- Business/Technology Trend 분석 

- 요구되는 기술적 사양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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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TEP 3  기술체계도 작성 및 핵심기술 파악 

- 기술체계도 작성([그림 부-5,6] 참조)

- 핵심기술 파악 

④ STEP 4  기술로드맵 작성  

- 기술의 중요도와 실현가능성 검토 

⑤ STEP 5  단계별 실행계획 및 기술개발 추진체계 마련     

- Follow-Up

#09. 기술추세분석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현재 연구 중인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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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효과적인 활용을 위해 해당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기술추세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여기서는 기술추세분석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한 툴을 

한가지 예로서 [표 부-4]와 같이 제공한다.

[표 부-4] 기술추세분석 표

#10. 기술관리 전담인력 자격요건 

기술관리 부문의 전담인력의 양성 및 선발을 위해 일정한 자격 요건이 

필요하며, 여기서는 간단한 가이드라인을 [표 부-5]와 같이 제시한다.

Code 기술명

수명주기 적용분야

기술 Roadmap

기술성능지표

기술성능변화

년도
성능지표

향상정도

적용대상시장 

(Potential)

대체기술

개발 연구원 관리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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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5] 기술관리 전담인력 자격요건

#11. 경력개발단계 (4단계 CDP) 

개인이 조직에 입사로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경력경로(Career Path)를 

개인과 조직이 함께 계획하고 관리하여 개인욕구와 조직 목표를 달성해 

가는 총체적 과정 경력개발이라고 한다. 

연구원의 경력개발단계(Career Development Path: CDP)는 크게 4단계로 

구분되게 된다.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조수➔동료➔메토➔스폰서의 순으로 

자신의 역할을 변화시켜가며, 이때 해당 단계별로 역할, 권한, 책임이 크

게 다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자격 요건의 구체화는 매우 중요하다. 그리

고 해당 단계에 도달 할 수 있도록 경력목표, 적성, 역량에 맞는 교육 지

원 시스템 구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성공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업

적에 부합하는 평가기준의 마련과 보상기준의 확립이 매우 요구된다. 4단

계 CDP의 구축 시에 고려하여야 할 주요 활동과 주요 인력, 그리고 해

항목 주요내용

바람직한 

Background

- 이공학분야 학사이상 전공자

- 기술경 /연구관리 경험자

- 경 학 출신의 경우는 관련 기술지식 습득 필요

요구 

되는 

능력

일반 

경  

지식

- 기획 및 전략 능력

- 리더십

- 재무 및 회계

- 시장분석 및 예측(마케팅 지식)

기술 

경  

지식

- R&D Project Management

- R&D 인력관리

- 기술기획/R&D 기획

- R&D 사업화

태도 

/성품

- 성실성/Integrity

- 조직친화능력

- Team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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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단계에서 중요한 심리적 이슈는 [표 부-6]과 같다.

[표 부-6] 경력개발 단계 특성

#12. PL 육성 방안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 PL)의 육성을 위해서는 크게 교육을 통한 

자체양성과 조직내 시스템의 구축을 통해 PL을 육성하는 방법을 고려 

할 수 있다. 

교육을 통해 PL을 육성할 경우 PL의 대상이 되는 인물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이 행해지는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의 경우 기술관련 인력의 자체교육을 통한 PL육성이 가

장 바람직할 것이며, 이때는 전반적인 경 학 교육을 포함하여, 

Six-Sigma, 방법론학습, 프로젝트 관리기법, 리더쉽 교육 등을 실시하여 

PL로 육성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이때 단순히 교육으로 끝나는 것

이 아니라 Sub PL과 같은 방법을 통해 On-the-Job Training을 하는 것

이 매우 효과적이다. 

이와 함께 체계적인 Project Management 시스템을 통하여 PL 의 역할

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 틀안에서 PL을 육성하는 것이 좋다. Computer 

System을 활용한 Project 관리 Tool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에 적합

한 PL 평가시스템을 완성하여 PL의 역할을 구체화 하 을 때 효과적인 

PL 육성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더불어 PL의 역할에 대한 Checklist

나 Manual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것도 PL육성에 많은 도움이 된다.

1. 조수 단계 2. 동료 단계 3. 멘토 단계 4. 스폰서 단계

중심 활동
조직, 학습, 

지시실행
독립적 기여

훈련, 

인터페이싱

조직의 방향 

결정

해당 인력 Apprentice Colleague Mentor Sponsor

중요한 

심리적 이슈
종속적 독립적

타인에 대한 

책임
파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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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PL 육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PL 인재풀을 확보하는 

것이며, 이를 위하여 PL로 육성할 인력의 정확한 선별은 매우 중요하다. 

역량있는 PL이 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10가지의 자격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첫째, 주인의식(Ownership) 이 있어야 한다. 본인이 맡은 

프로젝트를 시작부터 끝까지 주인의식을 가지고 마무리 하고자 하는 의

식이 있어야 한다. 둘째, 하고 있는 일에 전적으로 몰입하고 사명감이 있

어야 한다. 셋째, 성공을 위한 강한 에너지와 열정(Need for 

Achievement)이 있어야 한다. 이는 위기와 어려움이 닥쳤을 때, 이를 극

복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된다. 넷째, 부문별 목표보다는 조직전체를 생

각하는 팀 정신 소유자(Team Player)이어야 한다. 프로젝트의 주요 활동

은 결코 한사람의 힘이나 역량으로는 해결되지 않으며, 여러 사람의 협력

이 필요함을 인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다섯째, 자유로운 의사소통

(Communicator)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모든 팀원을 하나로 묶는데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여섯째, 거시적 안목에서 일을 처리할 수 있는 자

신감(Confidence)이 있어야 한다. 일곱째, 팀원들을 격려하고 도와주며 활

력을 줄 수 있어야(Empowerment)한다. 여덟째, 팀원을 관리하기 보다는 

계발, 육성(Develop) 할 수 있어야 한다. 아홉째, 5가지 PL 의 역할에 대

해 제대로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PL 의 역할 중 자

신에게 부족한 역량을 쌓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 이러한 10가지 요건

을 갖추고 있는 인물을 선별하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중요하다.

#13. 프로젝트 리더(Project Leader; PL) 교육 내용 

성공적인 실용화를 위해서는 해당 프로젝트를 이끌 능력있는 PL의 존재

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PL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PL의 교육은 그 대상이 주로 이공학 백그라운드의 연구개발 인력을 대

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경 학 관련 내용과 프로젝트 관리 내

용으로 구성되게 된다. PL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있어 크게 전략적 

기획가(Strategic Planner), 동기부여자(Exciter), 기술적 전문가(Technical 

Expert), 기술정보통(Gatekeeper), 그리고 열성적 추진자(Champion)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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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각각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

하는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 PL의 역할은 [표 부-7]과 같다.

[표 부-7] PL 의 5가지 역할

#14. 기술응용도(Technology Application Map) 

기술응용도는 임의의 기술과 해당기술이 활용될 수 있는 제품, 혹은 산업

과의 관계를 그림 혹은 도표로 나타낸 것으로 기술의 응용에 대해 전체

적으로 나나낸 지도라고 할 수 있다.

해당 역할 수행 활동

전략적 기획가

(Strategic 

Planner)

- 프로젝트 목표와 비전 설정      

- 목표달성을 위한 전략계획 수립 

- 연구업무와 연구원의 연계(Matching)

- 프로젝트 추진일정 수립 및 관리(Scheduling)

동기부여자

(Exciter) 

- 팀 구성원들에 대한 Empowering ( 신바람)

- 팀 응집력, 팀 정신(Team Spirit) 의 구축 

- 팀 문화의 형성 

- 팀 구성원들의 경력관리 지원 

기술적 전문가

(Technical 

Expert) 

- 신선한 아이디어나 새로운 접근방법에 대한 제안

- 기술적 문제점 파악과 대안 있는 비판

- 다양한 아이디어, 접근방법, 시각들을 통합

- 개개인의 아이디어나 연구결과에 대한 피드백 

기술정보통

(Gatekeeper)

- 활발한 외부 기술정보원 접촉과 Networking

- 시장 및 수요자 욕구에 대한 민감한 탐색(Monitoring)

- 의사소통의 구심점 역할(Communication Star)

- 경우에 따라서는 대변인이나 통역 역할   

열성적 추진자

(Champion)

- 프로젝트의 열성적 추구자 

- 프로젝트 목표와 리더개인 목표의 합일  

- 프로젝트 실행을 위한 승인과 자원획득, 관련부서와의 

제휴 및 연대구축 

- 대외적인 홍보와 Salesman 역할 (Ambassad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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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응용도의 형태는 일정하게 규정된 것은 없으나 주로 [그림 부-8,a]와 

같은 Table 형태나 [그림 부-8,b] 와 같은 Tree 형태등 다향한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개별 기술이 활용되는 제품 및 산업과

의 연계를 얼마나 잘 나타낼 수 있느냐 이다.

[그림 부-8, a] Table 형태의 기술응용도

[그림 부-8, b] Tree 형태의 기술응용도

#15. 핵심기술역량 분석 

최근의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는 미래를 예측해서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하

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따라서 변화를 통제할 수 없다면, 변화가 일어

났을 때 빨리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하게 되었다. 즉, 기업 입장에서는 제 

만을 관리하기 보다는 역량을 관리해야 하게 되었다. 따라서 각 기업별로 

핵심역량의 파악, 확보,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기업을 나무라고 보았을 때, 핵심역량(Core Competence)은 [그림 부-9] 

과 같이 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유지를 가능하게 하는 뿌리에 해

당한다.(The root of competitive advantage) 그리고 만약 그 핵심역량이 

해당기업이 보유한 기술능력과 접한 관련을 맺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핵심기술역량이다. 간단하게 말하면, 핵심기술역량(Core Technological 

Competence; CTC)는 조직이 기술부문에서 보유하고 있는 핵심역량으로 

A                 B                C             DTechnology

가 나 다Product

A                 B                C             DTechnology

가 나 다Product

VC

VD

VVB

VVA

다나가
제품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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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립/기술경쟁력의 관건이 되며, 기술전략수립의 기초가 된다.

[그림 부-9] 기업의 핵심역량

기술역량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먼저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

엇인가?”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더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를 파악

하기 위해서 현재 역량분석과 경쟁자 역량분석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이에 기반을 두고 “미래에 우리가 필요로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Gap 은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 미래의 핵심기술과 핵심역량 파악이 

이뤄져야 한다. 

이러한 과정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Scoring Model, AHP, 

제품/기술 Matrix, 제품/역량 Matrix, QFD와 같은 방법들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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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역량을 판단하는 가장 간단한 4가지 Test를 소개한다. 

T 1 : 여러 제품 시장에 진출을 할 때 공통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

품이나 기술을 확보하 는가? 또 이 기술(역량)이 광범위한 제

품 시장들에 침투할 수 있는 잠재력으로 작용하는가?

➩ 핵심기술역량은 다양한 제품/서비스 등 넓은 역의 시장

에 접근을 가능 하게 한다.

T 2 : 이 기술은 우리가 독특하고 차별화 된 경쟁우위를 가지는데 기

여하고 있는가?  

➩ 핵심기술역량은 독특하고 차별화 된 기술적 경쟁우위를 

제공하는 것이어야 한다.

T 3 : 이 기술이 완제품에 활용됨으로 고객에게 큰 가치를 창출하

는가? 즉, 고객이 완제품의 가격을 높여도 구매의사를 가지고 

있는가? 

➩ 핵심기술역량은 최종상품의 소비자에게 가치 창출을 부여

함으로서 고객효용증대 및 고부가가치화에 기여한다.

T 4 : 경쟁사가 이러한 기술을 모방하려고 할 때 쉽게 습득할 수 있

는가? 

➩ 핵심기술역량은 경쟁자들이 모방하기 어려운 것이어야 한

다.

최종제품

(End Products)

Core Product

Business 1 Business 2

Competence 1 Competence 2

1 2 3 4 5 6 7

핵심부품 및 기술

핵심역량

사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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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기술적용/성과관리 DB 구축 

실용화 사업과 관련된 기술적용 내용과 그에 대한 성과는 지적자산으로 

관리하여 차후에 수행될 사업에 활용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Database를 구축할 때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제시하고자 한다.

1. 기술 코드 및 명칭

2. 관련 과제 코드 및 명칭

3. 과제 기본 정보 

⇨ 기간, 책임자, 연구비 등

4. 개발부서

5. 수요부서

6. 기술적용대상 및 형태

7. 기술적용 결과

 ① 매출액 기여(매출액 증가)

② 순이익 기여

③ 원가절감기여

④ Licensing out(로얄티 수입)

⑤ 기술적 문제 해결

⑥ 기술역량 축적

⑦ 관련기술발전의 기반육성

⑧ 관련산업 적용/확산

⑨ Spin-off

⑩ 기타부가효용

#17. 기술응용 Potential 산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개발 중이거나 보유 중인 기술의 응

용 가능성을 일정한 양식([표 부-8]참조)을 통해 관리함으로써 향후 활용

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 318 -

[표 부-8] 기술 Potential 관리표

참조) 기술 Potential 관리표 활용 기준

 1. 기술응용방법에 따른 기대효과 선정기준

 신규시장 창출  매출액 규모, 고용창출

 기준시장 확장  매출증가 규모, 고용창출

 신규기능 확대  시장점유율 확대, 매출증가 규모

 신규공정 개발  외주생산 소요비용 절감액

 기준고정 개선  원가 절감액

 전반적 성능/신뢰도 향상  시장점유율 확대, 매출증가 규모

 기타  제반효과 종합

2. 기술응용분야 시장현황 검토시 고려사항([그림 부-10] 참조)

Code 기술명

기술응용

분야

응용분야 

시장현황

기술응용     

대상제품/세부 역
기술응용방법 기대효과

등급 설명 필요한 노력

A
이미기존시장에 존재하여 바로 적용 

가능한 경우
생산공정 확립

B
기술의 적용을 위해 새로운 시장 개

발이 필요한 경우
사업화, 시장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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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10] 기술전략과 사업전략 설정 Diagram

#18. Scoring model을 활용한 실용화 기업 물색 

Scoring model은 임의의 객체를 선정하는데 있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

법 중 하나이다. 해당 객체에 대한 평점은 객체 선정에 있어 큰 의미를 

가지는 핵심 요소들에 대한 가중 평균의 합으로 산출되며, 그 값이 가장 

높은 객체를 선정하게 된다. 본 방법은 연구과제의 선정, 투자대상의 적

격 여부 판단, 담보가치 적격 판단, 사업화 가능성 판단 등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Scoring model을 활용하는 방법은 [그림 부-11]와 같이 3단

계로 구성된다. 1단계에서는 Scoring model 에 활용될 factor를 선정하게 

되며, 2단계에서는 해당 factor 들에 가중치를 부여하게 되며, 마지막 3단

계에서는 선정한 factor 들을 적용하여 여러 대안들에 대한 가중평균을 

구하여 합산 한 후 그 중 가장 높은 가중평균 값을 가진 대안을 선정하

C

관련기술이 추가로 필요한 경우(표준 

지정, 보조기술과 같은 보완자산 등

이 요구되는 경우)

기술제휴, Alliance 필요

기술 제품/시장

기술
진보

시장
수요미개발

기술

미개척
시장

연구개발 가능영역

제품개발 가능영역

이미 개발된
기술

존재하는
시장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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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그림 부-11] Scoring Model의 개발 및 적용 단계

실용화 기업을 물색에서 Scoring model을 활용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Factor 들을 선정하고 활용 목적에 적합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

이다. 실용화 기업 물색에서 Scoring model을 활용하 을 때 주로 활용

되는 Factor 를 예로 들어보면 [표 부-9, 10]과 같다. 예로 제시된 Factor

들 이외에, 해당 실용과 과제에 적합한 Factor들을 추가로 발굴하여 활용

하여야 할 것이며, 가중치의 경우, 실용화 기획팀 혹은 전문가 집단 인터

뷰를 통하여 실용화의 목적에 맞도록 산정하는 것이 좋다.

[표 부-9] 실용화 기업의 실용화 관련/보완 기술 보유 현황 sco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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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Over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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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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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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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Factor 내역

관련기술

지적재산권

등록여부

권리 종류

특허(4)

실용(3)

의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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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부-10] 실용화 기업의 사업성 평가 지표 scoring factors

기타(1)

출원국가/권리상태

해외등록(4)

국내등록(3)

해외출원(2)

국내출원(1)

보완기술

기술인증
인증범위/인증상태

해외인증(4)

국내인증(3)

해외인증준비중(2)

국내인증준비중(1)

현 보유 기술 수준

핵심기술확보(3)

고도의 계량기술확보(2)

단순 계량기술확보(1)

기술의 완성도

시판중(5)

완제품생산(4)

시제품생산(3)

모델개발완료(2)

구상단계(1)

보유 기술의 적용성

보유기술 그대로 적용 가능(4)

보완후 적용가능(3)

상당부분 수정후 적용가능(2)

현 상황에서 적용불가능(1)

보유 기술 권리의 잔존기간

10년 이상(3)

5년 이상(2)

1년 이상(1)

Factor 내역

제품의 가격 경쟁력

대 (3)

중 (2)

소 (1)

이전 용이성

6개월이내 이전가능(3)

1년이내 이전가능(2)

3년이내 이전가능(1)

생산품의 형태

소규모 (3)

대규모 (2)

공장생산(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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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기술홍보전략

1. 보유기술에 대한 인지를 높임

 Website 운

 책자발간

 신문/잡지 광고

2.보유기술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기회를 가짐

 정기적인 설명회 개최 (Stanford OTL에서는 매주 1회 설명회 개최)

 기술 및 적용제품에 대한 전시회 개최

3. 보유기술에 대한 가치를 알리는 방법

 전문가들 간의 구전효과

 학회 참여

#20. 기술의 5P 분석

일반적으로 마케팅에서의 5P 분석은 표적시장을 선정하고, 해당 시장에

서의 위상을 결정하기 위해 활용되는 마케팅 분석 기법이다. 이때 5P는 

제품(Product), 가격(Price), 유통채널(Place), 광고/홍보(Promotion), 협력

기업과의 관계(Partnership) 의 약자이며, 그 자세한 내용은 [그림 부-12]

와 같다. 

이러한 5P 분석을 기술 실용화에도 동일하게 적용 할 수 있다. [그림 부

-??]에 나타난 개개의 요소를 기술에 대해 분석하고 그 이외에도 일반 

제품과는 다른 무형의 제품인 기술에 대해 아래와 같은 특징을 추가로 

분석하 을 때,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에 5P 분석을 효과적으로 

활용 할 수 잇을 것이다.

1. Product : 기술의 Package화

2. Price : 기술료, 라이센싱 요금

3. Place : 신문/잡지, 학회/회의, Internet Websites, Expert 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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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romotion : 기술설명회, Networking 활용

5. Partnership : 기존 연계기업 관계구축

[그림 부-12] 마케팅의 5P 분석 Framework

#21.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관련 업체 리스트 

일정한 양식을 통해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관련 업체를 관리함으로서 향후 

표적시장

위상정립목표

상품/혜택
상품다양성

품질수준

디자인, 부가속성

상표명

포장, 사이즈

부가서비스

보증, 반품

가격/비용
가격수준 (마진)

할인

공제(Allowances)

지급조건/기간

신용조건

촉진/정보교환
광고

업사원활동

판매촉진

홍보

직접마케팅

고객데이타베이스

협력기업관계

협력사 관계 관리

공동 마케팅 활동

경 전략 공유

유통/편의제공
유통경로구성

유통범위

갖출 구색

입지, 재고

수송, 조달

유통커뮤니케이션

유통정보시스템



- 324 -

기술의 홍보 및 실용화 대상 기업을 선정하는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다.

[표 부-11]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관련 업체 리스트 작성 표

#22. 기술 마케팅 방법 

일반적으로 마케팅을 “개인 또는 조직의 목표를 만족시키기 위해 상호 

교환되는 서비스, 상품, 아이디어 등의 유통, 촉진, 가격, 판매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프로세스”로 정의 할 수 있다면, 기술 마케팅은 “고객과 시장을 

만족시켜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이끌어내기 위한 R&D 프로젝트의 상업화

와 이를 계획 및 진척시켜나가는 프로세스”로 개념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시장경쟁 상황을 보았을 때, 마케팅과 R&D의 관계는 점점 접

하게 연결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기술 마케팅의 중요성이 강하게 부각

되고 있다. 전체 R&D 예산의 70%가 실제 제품에 바로 응용되는 기술에 

투입되고 있으며, 시장에서 성공한 60~80%의 제품이 시장의 요구를 충분

히 분석한 뒤 이를 수용한 제품이었다. 따라서 마케팅과 R&D의 적절한 

조화는 성공적인 R&D 프로젝트와 성공적인 서비스 혹은 제품 개발의 기

본이 되었다. 

이를 위하여, R&D 활동에서도 일반 마케팅 전략과 비슷하게 기술 마케

팅이란 개념이 도입되었으며, 이는 제품 혹은 서비스의 시장 진입 단계에 

기업명 대표자 창업년도

주소 연락처

생산제품

보유기술

Description

Relative Adva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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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R&D의 역할 및 전략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시장진입 단

계를 크게 Before Service, In Service, After Service의 3단계로 구분 지

었을 때, 기술 마케팅의 역할은 다음과 같다. 

1.Before Service: 제공하고자 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하고 그에 필요한 자원을 확보하는 단계(R&D Project 

Planning)

- Project goal Setting 

- feedback of customer's latent needs

- F/B of market & tech trend

2. In Service: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 가능한 형태의 제품기술이

나 서비스 기술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단계(R&D Project 

Progressing)

- Technology outsourcing

- Functional approach(Tech Tree Method)

- F/B of market & tech trend

3. After Service: 개발된 기술을 실제 제품과 서비스에 적용하여 새로

운 개념의 신제품 혹은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신상품을 완성하는 

단계 (Commercialization)

- Tech Value Assessment

- Negotiation & Contracting

- Business Development(Tech Application)

위와 같은 각 단계에서 기술 마케팅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효과적인 

기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Before Service stage

- Goal Setting

- Market Potential Analysis

- Cross functional team operation

2. In Service stage

- Design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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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echnology outsourcing 

- Technology Tree Method

- Feed back of the latent needs of customers

3. After Service stage

- Technology value evaluation 

- Patent work & Analysis

- Technology transfer

- The Process of venturing 

#22. BCG Matrix 

BCG의 포트폴리오 매트릭스는 시장성장률과 시장점유율의 두축에 따라 

사업단위들(SBU:Strategic Business Unit)의 위치를 파악하고 투자비율

의 변화를 통해 전사적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데 유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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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부-13] BCG Matrix 예

Star사업은 수익성과 현금흐름이 양호한 사업으로서 계속적인 투자를 통

해 집중 육성한다. Cash Cow사업은 높은 수익성과 안정적인 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있으나 수요가 정체되어 매력적인 투자대상이 되지 못하므로 

현상유지 또는 타사업으로 자금을 재배치한다. Dog사업은 수익성과 현금

흐름이 낮은 한계사업으로서 철수대상이 된다. Question Mark사업은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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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수익성은 낮으나 미래 성장가능성이 있으므로 선별적인 투자를 통

해 육성한다.

따라서 각 제품 포트폴리오 역에 따라 다음에 제시되는 것과 같이 서

로 다른 기술전략을 취해야 한다. 

Star: 제품 및 공정기술 연구 --> 차별화 연구

Cash Cow: 생산성, 효율성 중점 연구 --> 원가주도 연구 

Question Mark: 제품 연구 --> 전략 선택적  연구 

Dog: 대체품 연구 --> 제품 철수 및 대응 연구

#24. 해당기술의 수명주기(Technology Life Cycle) 분석 

기술경 은 기업의 기술, 시장, 개발활동의 계획과 체계적으로 연관되어

야 한다. 이것은 연구개발활동을 가용자원과 경쟁력, 시장에서의 요구에 

맞도록 최적의 수준으로 맞추는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제품 및 공정 기

술과의 연계를 필요로 하게 된다. 

기술수명주기는 보통 기술이 개발되어 제품 혹은 서비스에 적용되어 활

용되고, 최종적으로 대체기술에 의해 대체되거나, 새로운 개념이 나타나

서 사양기술이 될 때까지의 기간을 6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개발된 기술

의 가치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기술수명주기가 진행되는 모든 단계에

서 해당 기술 자체에 대한 올바른 시장가치를 알아야 하고 이를 통해 계

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해당기술의 기술수명주기 상의 위치를 정확

하게 파악하 을때, 기술홍보를 할때 더욱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

이다.

기술수명주기는 1)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 2) 기술응용

(Technology Application), 3) 응용착수(Application Launch), 4) 응용방식 

증가(Application Growth), 5) 기술성숙(Technology Maturity), 6) 기술격

하(Degraded Technology)의 6개의 단계로 구성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Stage 1 :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

본 단계에서의 주요 의사결정의 초기 단계의 기술개발은 계속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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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것이다. 만약 ① 기술이 기업의 전체적 전략에 부합되는 가시적

으로 드러나는 시장에 대해 응용이 가능하거나, ② 기업이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을 가지고 있거나, 기술의 기업의 생산과 마케팅에 

부합할 수 있거나, ③ 개발에 대한 수익률이 다른 투자 대안과 비교해 볼 

때 적당한 경우에 기술개발을 계속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완벽

하게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때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1) 관련된 기술이나 추가적인 재정부담이 있는 경우에 또 다른 동업자

를 찾아서 기술을 더욱 향상시켜 개발할 것인가?

2) 현재 기업의 시장이나 전략 내에서 그다지 즉각적인 응용의 가능성

이 보이지 않을 때 기술을 파는 것이 좋은가?

Stage 2 : 기술응용(Technology Application)

개발된 기술이 응용되는 단계로 대규모 비용이 소요되게 된다. 이 비용이 

이 단계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의 이슈가 된다. 특히, 기술이 제품 자체에 

체화되도록 개발되는 경우는 공정기술과 제품화 기술 개발에 따른 비용

까지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는 관련된 기술까지를 구매해

야 하는 높은 비용에 대해서도 단지 제품의 매출액에 대한 수익률의 관

점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기술 자체에 대한 잠재적 이익-제품의 매

출, 라이센스 게약에 따른 수입, 이후의 turnkey 이득 등 전체적인 관점

에서 생각해야만 한다.  

Stage 3 : 응용착수(Application Launch)

이 단계에서는 기술의 효용을 최대로 높이는 단계로서, 기술을 개발함에 

있어 제품을 수정하거나, 더 넓은 역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응용을 시

작하게 되는 단계이다. 이 시점에서는 반드시 기술에 대한 잠재적 구매자

를 고려해야만 기술의 완전한 이용이 가능하게 된다. 

이 시점에서 개발한 조직은 여러 문제에 봉착하게 되는데 주요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새로 개발된 기술을 적절히 이용할 수 있는 기업의 수가 그리 많지 

않아서 조급하게 기술을 판매함에 따라 기술 자체의 지명도에 악

향을 끼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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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대적으로 이 시점까지 검증되지 않은 기술을 판매함에 있어 구매

자의 실제 구매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정부정책, 특정 

산업정첵에서 이를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판매가 금지되는 경우

도 있다. 예) 미국의 공산권 국가에 대한 군용기술 판매 금지조항

3) 구매하게 되는 기업에서 비슷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던 연구팀이 있

다면 이들은 기업이 외부에서 기술을 구매해 오는 것에 대해 반발

할 수 있다. not invented here syndrome

4) 구매하는 기업에서는 신기술의 도입은 기업의 운 방식에 큰 변화

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기술이 완전히 적합한 것으로 판명되거나 

부적합한 것으로 결정나기까지 구매를 미루게 된다. 

5) 이 과정에서 개발한 기업은 개발에 소요된 비용을 회복할 필요를 

느끼게 되고 특정 기술에 대한 독점권으로 시장을 잠식하려는 욕

구때문에 기술의 잠재성을 평가하느라 시간이 늦어지게 된다.  

Stage 4 : 응용방식 증가(Application Growth)

이 단계는 기술을 적용한 제품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수익을 얻기 시작하

는 단계로서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이다. 

제품이 시장에 출하되면서 고객의 요구가 증가하게 되고 이것은 개발한 

회사의 경쟁자에게 있어서도 많은 관심을 모으게 한다. 경쟁기업은 수요

를 감당하기 위해 초기 개발비용을 소모하지 않고 관련 기술을 얻으려고 

노력하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자체의 시장가치가 최대가 된다. 때

문에 기술을 홍보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대개는 소비자 관심

의 감소, 경쟁자에 의한 다른 대체기술이 개발되어 기술에 대한 가치가 

감소하기까지 기술의 판매를 늦추게 되는데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이 단계에서의 최고의 전략은 개발된 기술의 광범위한 응용의 모색과 더

불어 다른 경쟁기업들이 대체기술을 개발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기술의 

표준을 정립해 나가는 것이다. 이 시점에서 기술의 판매 시점을 제대로 

결정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시장가치가 최고일 때를 놓치게 됨으로써 기

술의 가치를 격하시키게 된다. 

Stage 5 : 기술성숙(Technology Mat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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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은 계속적으로 수정되고 향상되게 된다. 따라서 제품 생산비용을 낮

추어 매출과 생산과의 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기술에 기반을 둔 시장이 

안정성을 찾게 됨에 따라 개발기업의 생산수준은 감소하게 된다. 이 경우 

기술구매의 시장은 주로 선진국을 제외한 나라들이 되며 때에 따라서는 

주로 Turn key Base로 기술을 판매하게 된다.  

Stage 6 : 기술격하(Degraded Technology)

이 시점에서는 기술에 대해 완전히 이용한 상태이며 기술은 너무나 폭넓

게 알려지게 되고 더 이상의 상업성의 가치는 없다. 이때의 성숙기술은 

대개는 제3 세계에 판매하게 되며 기술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직업적으로 

중개해 주는 Technology Middlemen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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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산업구조분석(5 Forces Analysis) 

전략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외부환경 요인은 고객, 경쟁, 공급자를 호팜하

는 산업의구조적 특성이다. 산업의구조적 특성은 산업의매력도, 즉 산업

의이익창출 가능성에 지대한 향을 미친다. Porter 의 산업구조 분석모

델에 의하면 산업의 매력도는 [그림 부-14]에서 나타난 것처럼 5가지의 

구조적 요인에 의해 결정된다.

[그림 부-14] 산업구조분석 Framework

- 산업내 기존 업체들 간의 경쟁(Rivalry among existing firms)

- 새로운 경쟁자의 위협(Threat of new entrants)

- 대체재의 위협(Threat of substitutes)

- 구매자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of buyers)

- 공급자의 교섭력(Bargaining power of suppliers)

#26. VC 들의 투자 기법 

가. 실리콘 밸리의 VC 들의 투자 Checklist

기술 - 차별화된 기술/제품/서비스인가?  

시장 - 누가 살 것인가?  목표 시장이 분명한가? 

     - 거대한 시장인가? 

경 팀 - 유능하고 경험 많은 창업팀/경 진이 있는가? 

Internal Rivalry
시장 내 경쟁

New Entrant  
신규 진입자

Substitutes
대체 제품

Supplier Power
공급자 교섭력

Buyer Power
고객 교섭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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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자 및 경쟁력 - 경쟁자 적고 강한 경쟁력 있는가?

투자규모 - 단계별로 필요한 투자 자금의 규모는? 

회수대안 - 빠른 시기간 내에 투자금액을 회수할 수 있는가? 

         - Multiple exit opportunities가 있는가? 

나. 국내 VC 들의 일반적인 투자 Checklist

기업가 및 창업 팀 - 성공기업에 적합한 대표이사의 신용과 평판

                  - 창업자 및 경 진의 수완과 자질

                  - 핵심인력의 사업추진능력

                  - 신청기업의 차별적인 역량과 경쟁력

사업 기회 - 기술과 아이디어의 혁신성

          - 향후 5년간 시장규모, 경쟁자, 매출가능액

          - 5년간 기업규모, 3-5년 내 IPO 가능성

투자 조건 및 기타 - 투자 지분율과 인수가격의 수준

                  - 기타 기업경 에 실질적으로 향을 주는 요인들

#27. 사업성 분석 모형 

[표 부-12] 사업성 분석 Framework

항목 평가항목

기술성

실용화

제품의 

용도·품질

·경쟁성 

분석

제품용도 및 

주요 소비처

- 실용화 제품의 용도

- 주요 소비처

품질 및 

기술의 수준
- 품질수준과 수요량의 상관관계

제품 및 

기술의 

- 경쟁사의 제품과의 비교우위성

- 계획제품의 규격, 품질차이의 경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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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성

시설의 

적정성 및 

장래성 

분석

실용화시설의 

적정여부

- 실용화 가능 시설규모 및 능력분석

- 실용화 가능 사업규모 및 능력분석

실용화시설의 

장래성

- 실용화 설비 진부화시 교체 용이성

- 실용화 설비의 개체시기 및 재원

- 실용화 설비의 수선 유지 가능성

생산 및 

재고 분석

생산방식과 

생산공정의 

효율성

- 실용화 기술과 실용화 제품 제조방법의 

적정성

- 공정자동화 가능성 및 효율성

시장성

실용화

제품의 

상품성

라이프 

싸이클 및 

보급률

- 실용화 제품의 라이프 싸이클 분석

- 경쟁품의 보급률 정도와 전망

경쟁적 

지위 

분석

주요 

경쟁요소의 

비교

- 실용화 주력제품, 주력상권

- 가격정책, 판매방법

전반 

적인 

시장 

동향

시장규모 

분석
- 판매 역별, 고객별 잠재수요분석

시장특성 및 

구조

- 시장의 일반적 성격

- 주요수요처, 유통경로, 고객특성

- 판매조직(대리점), 판매촉진전략(광고)

소비자 분석
- 소비형태, 소비단위

- 구매동기와 욕구, 소비자 구성분포

항목 평가항목

시장성

제품성 

분석

실용화

제품의 

강·약점

- 잠재수요자의 제품이미지

- 제품의 특성(기능) 및 품질 비교

수요 

예측

시장점유율 

분석

- 실용화 제품 관련 시장의 각 업체 

시장점유율 및 변동추이

- 실용화 제품의 시장점유율 확보 가능성

판매량 

증감요인 

- 소비자 성향변화추이 분석

- 소비형태, 구매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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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사업계획서가 답해야 할 7가지 질문 

사업계획서에서는 사업계획서를 보는 사람을 위해서 답해주어야 할 7가

지 항목이 있이 있으며,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 유형이 있다. 여기서는 7

가시 질문과 답변 유형, 그리고 이해하기 쉬운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1. 귀하의 제품은 무엇인가? (What is your product?)

답변 : 우리 회사의 제품은 ... 

예 : A multimedia home PC for under $500 

2. 누가 고객인가? (Who is the customer?)

분석 - 소비자 연령분포·세분화, 기호변화

판매전망 - 월별 ·년도별 판매전망

불황     

적응도, 

계절성 분석

- 불황기의 수요변동 조사

- 계절성 제품의 수급대책

시장 및 

제품 

환경 

분석

자원환경 

요인

- 인적자원 확보 용이성

- 원재료 및 에너지 수급 용이성

기술적 

환경요인

- 제품의 전반적 기술수준

- 신기술 신제품의 개발전망

경제성

실용화

제품의 

경제성 

분석

제품원가 

분석
- 실용화 제품원가와 마케팅 비용 분석

마진율 분석 - 공장도가격, 소매가격

제품가격 

분석
- 제품의 가격정책, 향후 가격추세

실용화

제품의 

수익성 

분석

수익 전망

- 실용화 후 3∼5년 간의 추정 P/L, B/S, 

자금수지 예상표를 바탕으로 수익전망 

및 흑자실현 시점 등을 분석

손익 

분기점분석

- 업활동에 의한 수익과 비용이 

일치하는 매출액을 파악하여 손익분기점 

분석

투자수익률 

산출

- 회계이익률법, 회수기간법, 

순현재가치법,내부수익률법 등을 

이용하여 계획사업의 투자여부 판단과 

수익률을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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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 우리 제품의 고객은 ... 

지하철역 옆의 꽃가게와 고급 주택가의 꽃가게는 고객특성이 

서로 달라야 한다. 또 고객 설정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예: 홈쇼핑 채널 시청자> TV 시청자

3. 누가 이것을 팔것인가? (Who will sell it?)

답변 : 우리제품의 판매자는 ... 

신규창업기업이나 신제품은 기존 기업판매망에 침투하거나 

신시장을 창출해야 하므로 유통채널의 확보가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새로운 기회 : Can you sell your product on the web? (인터넷상거래) 

4.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제품을 살 것인가? (How many people 

will buy it?)

답변: 총 시장규 X 목표시장점유율 = 판매목표

벤처기업이나 신제품/신기술 기업은 제품사양이 확정되기 전 

이라도 잠재 수요고객(대량구매자)에게 접근하여 자사제품을 

홍보 할 기회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5. 이 제품을 설계/생산하는데 얼마의 자본이 필요한가? (How much 

will it cost to design and build?) 

답변: 상세 재무분석 이전에 주요 비용을 개략적으로 산출할 수 있어

야 한다. 이와 함께 현금흐름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  

예 : R&D 비용(기술자연봉, 필요기술자수, 장비구매비), 일반관리비등

6. 제품의 가격은 어떠해야 하나? (What is the sales price?) 

답변: 자사제품의 시장진입 시에는 경쟁 등으로 인해 가격이 더 내려

갈 수 있음을 감안하여 현 경쟁자 가격의 70% 정도를 목표가

격(Normal Pricing)으로 삼아 사업계획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신규 진입시 현재 경쟁자 가격의 50% 수준까지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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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이 내려가더라도 버틸 수 있는 수준이면, 저가전략을 취할 수

도 있으며, 이때, 수요는 많아도 채산성이 낮을 수 있음을 항상 

고려하여야 한다.

7. 언제 손익분기점에도 달할 수 있을 것인가? (When will you break 

even?)

답변: ... 후 면 손익분기점에 도달 할 수 있다.

총수입과 총비용을 개략적으로 분석하여, 3년이내에 손익분기

점 달성하는 것이 바람직함. (의약품, Bio-tech 제품의 경우에

는 기간이 더 길어짐.)

#29. 사업계획서 작성 요령 

가. 사업계획서의 작성

i. 계획서에는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와 시장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한다. 

ii. 계획서는 투자자와 대화하는 출발점이 된다.

(1) 인쇄할 때면 계획은 낡은 것이 된다.

i. 시장 및 내부 사정이 급변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창업 1년후 

처음의 계획과 완전히 동일한 회사는 없다.

(2) Work in Progress  Bent knees required

i. 사업계획서는 진행중인 작업(work in progress)로 보아야 하며, 

오픈 마인드가 요구된다.

(3) 계획은 사업이 아니다.

i. 계획은 계획일 뿐이며, 그대로 실행이 되어 성공적이면 좋으나, 아

무리 좋은 계획도 필요한 자원과 실행팀이 구체화된 기본적인 사

업기회가 없으면 소용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4) 몇 가지 팁



- 337 -

① VC에 관해

i. 세상에 VC는 널렸다.

ii. "no"란 말을 듣기는 "yes" 만큼이나 어렵다. 당신의 VC의 자격을 

심사한 후, "no"란 말을 듣도록 하라.

iii. 당신이 만나고 있는 다른 VC에 대해서는 얼버무려라.

iv. 파트너급 없이, 주니어급의 VC를 두번이상 만나지 마라.

② 계획에 관해

i. 사업개념은 요약에서 강조하라.

ii. 숫자는 문제가 아니다. 사업성이 문제이다.

iii. 보기 좋고 느낌 좋게 작성하라.

iv. 주요인물의 이력서는 상세히 작성하라.

v. 세부사항을 만들 수 없으면, 누군가를 통해서 하라.

③ 협상에 관해

i. 당신이 만나고 있는 투자자도 당신만큼 절실한가를 확인하라.

ii. 제시된 가격에 "no"라고 말하지는 마라.

iii. 벤처 거래를 많이 성사시킨 변호사를 대동하라.

iv. 돈이 은행에 들어올 때까지는 계속 팔러 다녀야 한다.

v. 도전하되, 거짓말은 하지 마라.

④ 자금 조성에 관해

i. 생각보다 상당히 힘들다는 것을 잊지 마라.

ii. 생각보다 훨씬 오래 걸릴 수도 있다.

iii. VC는 이 짓을 평생 해야 함에서 위로를 삼으라.

(5) '무조건 팔고 보자'는 근시안

i. 투자자와의 대화를 통해, 창의적인 투자자인지를 파악하고, 사업에 

대해 조언을 듣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과정을 통해 투자자에

게 투자유치가 급선무가 아니라는 암시를 주게 되어 오히려 투자

에 도움이 된다.

(6) 탈수 사업계획서

i. 4-10 페이지 짜리 간이 계획서를 만들어 사용하면 때론 편리하다. 

이는 정식 사업계획서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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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1) 목표와 행동의 관계

i. 위험과 수요 등 미래상황에 대해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을 구

하라. 이 과정은 경 팀이 직접 하는 것이 좋다.

(2) 정보의 분류와 통합

i. 수집된 여러 가지 정보를 조직화 하여야 한다.

(3) 실행 단계의 수립

i. 정보 분류

ii. 전체 일정 수립

iii. 각각의 실행 일정 수립

iv. 업무를 수행하며 계획서 작성

다. 사업계획서 작성 가이드

(1) 표지

i. 회사명, 주소, 전화번호, 날짜, 지분 제안 등을 포함하고, 비공개에 

대한 주의를 환기하는 것이 좋다.

(2) 요약문

i. 사업개념과 사업 내용의 설명

ii. 기회와 전략

iii. 목표시장과 전망

iv. 경쟁 우위 요소

v. 수익성, 투자 회수

vi. 경 팀

vii. 투자 제안 내용

(3) 산업과 회사, 그리고 제품과 서비스

① 산업

i. 산업의 현재 상황과 전망을 기술. 산업 구조를 고려해야 한다.

ii. 간략히 시장 크기, 성장 동향, 그리고 경쟁에 대해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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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사업에 좋거나 나쁜 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는, 신제품이나 신

개발, 새로운 시장이나 소비자, 요구조건, 최근의 진입과 퇴출상

황, 그리고 국가적, 경제적 동향을 포함

② 회사

i. 개략적으로 사업개념을 서술한다.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누가 고객이 될 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다.

ii. 배경으로써, 회사 설립 후 주요 제품 개발 등의 약사를 제공한다.

iii. 사업을 시작한지 오래된 경우, 예전의 매출과 수익에 대한 성과

를 적고, 적자가 났던 경우, 그 원인을 분석하고 어떻게 이를 향

상시킬 것인가에 대해 논의한다.

③ 제품과 서비스

i. 각각의 제품과 서비스를 어느 정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ii. 제품과 서비스의 응용분야에 대해 언급하고, 1차적 사용처는 물론

이고 주요 2차적 사용에 대해 기술한다.

iii. 제공하는 제품과 서비스의 차별성과 어떻게 가치를 창출하는지를 

기술하고, 특히,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한 후 얼마가 걸려서 시

간, 비용, 생산성 향상 등의 결과로 구매가격을 돌려 받는지에 

대해 논의한다.

iv.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능한 단점에 대해 지적한다.

v. 현재의 제품과 서비스의 상태나, 완전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려

면 얼마의 기간과 돈이 필요한지를 정의한다. 제품의 사양과 가

능한 경우 사진을 첨부한다.

vi. 만일 시장 지위가 좋게 만드는 선점 행동이 있으면 이를 적시하

라. 

vii. 제품과 서비스 관련하여 "불공정한" 장점이 있으면 이를 설명하

라. 즉, 특허, 사업 비  등이 있으면 이를 기술하라.

viii. 제품 라인을 확장하여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경우 이를 강

조하라.

④ 진입과 성장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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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마케팅 계획의 핵심 성공 요인을 지적하고 가격, 유통, 광고, 판촉 

계획에 대해 기술하라.

ii. 5년간 계획중인 성장속도와 성장크기와, 그 이후 계획을 요약하

라.

iii. 진입과 성장 전략이 기회와 경쟁 상황에서 어떻게 유도되었는지

를 명확히 설명하라.

(4) 시장 조사와 분석

① 고객

i. STP 분석

② 시장 크기와 동향

i. 고객별로, 5년간 시장점유 전망과 성장에 대한 전망, 그에 대한 변

동 요소

③ 경쟁과 경쟁우위

i.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에 대한 현실적인 평가와 제품과 서비스가 

갖는 경쟁우위 요소를 기술

④ 시장점유와 매출의 예측

⑤ 지속적 시장 평가

i. 어떻게 시장을 모니터링 할 것인가?

(5) 사업의 경제성

i. 업이익률

ii. 수익의 지속성

iii. 고정비, 변동비

iv. 손익분기점

(6) 마케팅 계획

i. 전체 마케팅 계획

ii. 가격정책

iii. 업 전술

iv. 서비스와 보장정책

v. 광고와 촉진

vi. 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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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설계와 개발 계획

i. 개발 현황

ii. 난점과 위험성

iii. 제품 향상과 신제품 계획

iv. 비용

v. 지적 재산

(8) 생산과 운  계획

i. 운 사이클

ii. 지역적 위치

iii. 시설과 설비향상 계획

iv. 전략과 계획

v. 법규 문제

(9) 경 팀

i. 조직 구성

ii. 주요 경 진 프로파일

iii. 경 진 보상체계와 지분

iv. 기타 투자자

v. 종업원, 스탁 옵션, 보너스 계획

vi. 이사회 구성

vii. 기타 주주 및 제한점

viii. 지원 인력  법, 회계, 광고, 컨설팅, 재무 등

(10) 전체 일정

1단계: 원재료 구매에서 제품완료까지 현금 전환 사이클에 대해 bar 

chart 작성

2단계: 월별로 제품개발, 마케팅 계획, 업, 생산과 운 의 시점을 

기입

3단계: 각 액션의 마감기한을 설정

4단계: 일정에 인력계획을 덧붙인다.

5단계: 일정의 지연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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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주요 위험성, 문제와 가정

i. 현재의 가정과 위험성을 기술하고 그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

(12) 재무 계획

i. 기존 사업이면 실제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보인다.

ii. 예상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 그리고 현금흐름표를 작성

iii. 손익분기점 그래프를 그린다.

iv. 원가 관리

(13)투자 제안

i. 희망 투자안과 지분에 대해 논의하고 투자자의 수익률을 보인다.

#30. 사업계획서 관련 자료 원천

1. 사업계획 관련 국내 Website

- 중소기업청: www.smba.go.kr

- 벤처기업협회: www.venture.or.kr

- KAIST 신기술창업지원단: htvc.kaist.ac.kr

- 매일경제: www.mk.co.kr

- Sky Venture: www.skyventure.co.kr

- 예스벤처: www.yesventure.co.kr

- 벤처경 컨설팅센터: www.venturesos.co.kr

- KTB World: www.ktbworld.co.kr

- 대학벤처포럼: www.uventure.org

- Venture 및 e-Business Consulting 회사 홈페이지

- 각 신문사 및 대학의 홈페이지

2. 사업계획서 관련 외국 Websites

- Inc: www.inc.com

- Red Herring: www.redherr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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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treWorld: www.entreworld.org

- Upside: www.upside.com

- National Business Incubation Association: www.nbia.com

- SBA (미국중소기업청): www.sba.gov

-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www.nvca.com

- The Silicon Valley Gateway: www.netview.com/svg/

- Stanford Business School: www.gsb.stanford.edu/ces/

- MIT: entrepreneurship.mit.edu

- Harvard Business School: www.hbs.edu

- Babson College: www2.babson.edu

- MoneyTree: www.pwcmoneytree.com

3. 사업계획서 Sample 이 들어있는 Websites

- www.smba.go.kr

- htvc.kaist.ac.kr

- www.bplans.com

- www.businessplans.org

- www.sba.gov

- www.sb.gov.bc.ca/

#31. 기술가치 평가법 

가. 이익접근법(Income Apporoach)

이익접근법은 가장 대표적인 기술가치평가의 방법론으로서 해당기술을 

사업화 할 경우에 얻어지는 경제적 부가가치, 즉 사업가치를 기준으로 한 

접근방법이다. 사업가치(NPV: Net Present Value) 란 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얻어지는 미래의 현금흐름(Cash Flow)를 적정한 할인율(Discount 

Rate)을 적용하여 현가화한 할인현금흐름(DCF: Discounted Cash Flow)

의 합으로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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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V = Σ
i = 1

n

CFi/(1 + r ) i     

CFi: 사업화로 인해 i년도의 Cash Flow, r: 할인율

이와 같이 산정된 사업가치(NPV) 중의 일정부분이 기술가치가 된다. 이

러한 일정부분을 기술기여도라고 하며, TCI(Technology Contribution 

Index) 또는 TF(Technology Factor)로 표현한다. 결국, 이익접근법에 의

한 기술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술가치(Technology Value) = 사업가치(NPV) * 기술기여도(TF)

기술기여도를 나타내는 TF 는 이론적으로 0~100%가 될 수 잇는데, 사업

가치(NPV) 중에서 기술의 비중인 TF를 산정하는 것은 또 하나의 이슈

이다. 해당기술이 사업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되었나 하는 유용성

(Utility)과 타사에 비해 얼마나 경쟁력이 있는가 하는 경쟁성

(Competitiveness)을 평가하여 TF를 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기는 하지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TF 의 산정은 용이하지 않다. TF를 간편하게 적용

하기 위해서 경험의 법칙(Rule of Thumb)을 사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는 TF를 25%(제조업)~33%(서비스업)로 정하는 방법이며, 간단하면서도 

현실에 가깝다.

이익 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 사례

나.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비용접근법은 해당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치러야 할 대가를 기술가치로 

항목 금액(천원)

매출액 500,000

개발비 경감비율 7%

개발비 경감액 35,000

법인세 (40%) 14,000

세후 경감액 21,000

직접 자본화율 10%

이익가치 평가액 210,000

기술평가액 2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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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주의해야 할 것은 기술보유자가 해당 기술을 

확보하는데 소요된 개발비가 아니라, 기술구매자가 해당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향후에 소요될 개발비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에 기술개발 기간동안 

사업을 추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실하게 되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까지 감안하는 것이 비용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방식이다. 결

국, 비용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기술가치 = 기술생성에  투입된  원가 - 진부화  된  가치

         = 기술개발비 + 기회비용

비용 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 사례

다.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시장접근법은 해당기수로가 유사한 기술이 과거에 기술거래 시장에서 거

래된 실적을 기준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이다. 기술거래 실적이 

있더라고 대개는 기술판매자보다 기술구매자가 기술거래의 사실을 공개

하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기술거래에 따른 계약조건의 확인

이 그다지 용이하지 않다는 어려움이 있다. 

기술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해외의 경우 yet2.com, 국내의 경우 한국기

술거래소(kttc.or.kr)와 같은 공개된 시장이 있으나 그다지 많은 기술거래 

실적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항목 금액(천원)

인건비 40,000

재료비 20,000

경비 35,000

직접비 합계 95,000

간접비(직접비의 40%) 38,000

개발 원가 합계 133,000

발명자 이익(20%) 26,600

기업가 이익(10%) 13,300

원가가치 평가액 172,900

기술 평가액 1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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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기술의 거래실적에 EKfms 계약조건이 있더라도 특허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일한 2개 이상의기술은 존재할 수 없으므로 유사기술의 거래실적

은 해당기술의 거래에 있어서 참고자료는 될 수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비용 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 평가 사례

라. 경상기술료(Royalty Rate)

경상기술료는 현실적인 기술판매 계약에 있어서 실적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다. 기술료는 선불금(IDP: Initial Down Payment)과 경상

기술료(RR: Running Royalty)로 이뤄지는데 기술판매자는 IDP 위주로, 

기술구매자는 RR 위주로 기술거래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통상적으로 기술판매자는 기술구매자가 해당기술을 사업화하여 발생시킨 

매출액의 일정율(%)을 기술료로 징수하게 되는데, 이때 징수한 기술료의 

합계액이 해당기술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표 부-1] 통상적인 분야별 경상기술료율

항목 금액(천원)

유사기술 거래금액 350,000

매출액 차이조정 0.50

조정후 금액 175,000

효율성 차이 조정 1.20

시장가치 평가액 210,000

기술가치 평가액 210,000

기술분야 경상기술료율 비고

의료기기 3~5%

소프트웨어 5~15%

반도체 1~2% 반도체칩 설계

제약
8~10%

12~20%

신약물질

임상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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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기술료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은 그 내용면에 있어서 이익접근법

과 시장접극법의 성격을 동시에 띠게 되는데, [표 부-1]은 실제 기술거래

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통용되는 해당기술별 경상기술율을 나타낸 것이다. 

이 경상기술료율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기술거래에 있어서 참고자료

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32. 시장조사 등 자료 수집 

1. 시장조사(Market Research)  및  분석 시 고려사항

- 수요자 :  목표시장,  시장  세분화,  수요자특성  등

- 시장  규모,  시장  성장성 

- 경쟁정도  및  경쟁력 ,  예상  시장점유율  및  예상  매출규모

- 지속적인  시장조사/ 평가

- 시장조사(Market Research) 관련사항

- 주변 사람들과 미디어에서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전문가들의 의견은 어떤가? (필요 시 컨설턴

트 활용) 

-시장조사 결과로 나타난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 (자료원천의 

신뢰도 중요)

2. 시장조사(Market Research) 

- 방법 : 직접 수행 또는 시장조사 전문기관 활용 

- 대상 : 해당제품 및 대체재 (국내시장 + 해외시장) 

3. 시장분석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고객 

- 시장규모 및 동향

- 경쟁정도 및 경쟁력 우위의 원천

- 예상시장점유율 및 예상매출액

- 유통채널 

4. 시장분석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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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조사의 목표 설정

2) 약식조사를 할 것인지, 정식조사를 할 것인지의 결정 

3) 시장자료 수집방법의 결정 

4) 자료의 수집 및 분석 

5) 시장예측방법 선정 및 실시 

6) 구체적인 판매예측 및 계획 수립

7) 시장분석 결과의 종합적 검토  

#33. NABC 

NABC는 Needs, Approach, Benefit, Competition 의 약자로서 Stanford 

Research Institute(SRI)의 연구원 창업시 시장의 요구를 수집/분석하는 

사업성 분석 툴이다.  

[그림 부-15] SRI의 NABC

NABC는 [그림 부-15] 와 같이 4단계로 진행된다. 첫번째, 보유한 기술이

나 노하우를 활용하여 그에 관련된 제품/서비스 시장을 대상으로 제공 

가능한 신제품 혹은 신서비스에 대해 목표시장과 고객층을 선정한다. 그

리고 해당 시장에서 나타나는 고객의 욕구를 분석한다. 두번째, 현재 보

유하고 있는 기술이나 노하우로 파악된 고객 욕구를 해결할 방안을 찾고, 

실천 계획을 준비한다. 세번째, 준비한 계획대로 추진되었을 때, 고객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산출한다. 이와 함께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제품품질, 유통채널 상태 등을 미리 예상해 본다. 마지막으로는 최종적으

로 앞 3단계에서 분석한 내용을 바탕으로 현재 존재하거나, 향후 나타날 

•고객의 Needs는 무엇인가?

•최종고객은 명확히 표현되어 있나?

•투자하기에 충분히 큰 시장인가?

Needs

•고객 Needs에 대한 이 프로젝트의

Solution은 무엇인가?

•프로젝트계획서는 준비되었는가?

Approach

•이 Approach가 고객에게 제공하는

Benefit은 무엇인가?

•Quality / Cost / Delivery ?

Benefit

•이러한 Benefit은 경쟁자와 비교

하여 무엇이 더 나은 것인가?

•간단하고 강력하게 답할 수 있는가?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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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잠재적 경쟁자에 비해 우리의 경쟁력을 분석해 보고, 이를 강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적으로 모색한다.

이러한 툴을 이용하 을 때 고객 또는 Market 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

고, 경쟁자 대비 우위의 이익을 제공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신규 분야의 

IP 창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34. 예비 사업계획서 

예비사업계획서는 일반적으로 1~2페이지에 걸쳐 작성되며 다음과 같은 

11가지 질문들에 대한 답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1. 사업 아이템이 무엇인가? (What is your business? )

2. 사업팀은 어떻게 구성되었는가? (Who is your management team? )

3. 수익창출 모델은 무엇인가? (What is your business model 

(primary source of revenue)?) 

4. 고객에게 제공되는 효용이 무엇인가? (What need are you 

fulfilling or what problem are you solving?) 

5. 경쟁상황은 어떠한가? (Who are your competitors?)

6. 타겟 고객은 누구인가? (Who are your customers?)

7. 제품/서비스 개발 현황은 어떠한가? (What is the status of your 

development?) 

- 아이디어 단계 (Idea stage)

- 개발단계 (Development stage)

- 시장진입 초기 단계 (Product or service available to customers)

- 본격적인 성장 단계 (Have raised some revenue)

- 본 괘도에 올랐으며, 추가 사업모델 탐색 단계 (Have raised 

significant revenue and are looking to ramp up business)

8. 필요한 자금은 얼마인가? (How much money are you looking to 

raise?)

9. 고려하고 있는 Valuation 은 얼마인가? (What is your target 

val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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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현재 투자자는 누구인가? (Who are your current investors?)

11. 사업이 주도적으로 추진되는 장소가 어디니가? (Where are you 

headquartered?)

#35. 균형잡힌 성과표 (Balanced Score Card: BSC) 

일반적으로 기업 성과에 대한 평가는 미래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하기 위

한 목적보다는 과거에 행한 의사결정과 행동의 결과를 평가하는 것에 머

물러 왔다. 이러한 현상의 주된 이유는 성과측정이 재무적인 지표에 주로 

의존하여 왔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러한 재무적 지표는 기업의 전략과 연

관되어 있지 않고, 매우 요약된 지표이고 상대적으로 과거의 실질정보이

며, 사후적인 결과를 강조할 뿐 미래의 경쟁력에 대한 지표로서의 역할로

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즉, 재무적 성과측정치에 의존하는 

성과평가시스템은 경쟁적인 환경을 뚫고 나가는 조직의 궤적을 안내하고 

평가하는 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이것은 최근의 회계기간 내에 관리자

들의 조처들에 의해 창조되었거나 파괴된 대부분의 가치를 포함하지 못

하고 있고, 미래의 재무적 가치들을 창조하기 위해 오늘 취해질 조처들에 

대해서는 적절한 지침을 제시하지 못한다.

성과측정은 기업의 현재 건강상태를 평가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에 

대한 초기 경고 지표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하며, 미래에도 기업이 지속적

인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전략을 최신화 할 수 있는 기반으로서의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성과측정 결과를 보상으로만 연결시키는 경우

가 많다. 물론 보상과의 연계를 간과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보상만을 강

조할 경우, 성과를 측정하는 근본적인 목적 즉, 기업의 현 상태를 진단하

고 미래에도 시장에서 경쟁우위를 지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성과측

정 본연의 역할을 간과하는 중대한 오류를 범하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재무적 측정 역에 세 가지 관점의 비재무

적 측정 역(고객 관점, 내부 프로세스 관점, 혁신 및 학습 관점)을 균형 

있게 포함시킨 BSC가 등장하게 되었다. BSC에는 과거의 성과에 대한 

재무적인 측정지표들뿐만 아니라 고객, 내부 비즈니스 프로세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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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학습 및 성장 등과 같은 비재무적 측정지표들도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논리는 비재무적 측정지표가 장기적으로 미래의 재무적 성과를 

나타내는 동인이 되기 때문에 이들을 측정하지 않고는 올바른 평가가 되

지 않는다는 사고에서 비롯된다.

[그림 부-??] 는 기업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한 성과지표로서 BSC의 

framework을 보여주고 있다. BSC는 비전달성을 위한 기업의 성과목표를 

주주의 관점뿐만 아니라 고객의 관점, 내부업무운 의 관점 및 지속적인 

학습과 혁신의 관점을 반 하여 종합적인 관점에서 조직의 성과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을 점검하게 된다.

- 고객 관점: 고객들은 우리 회사를 어떻게 보는가?

- 내부경 과정 관점: 우리회사는 어떤 점에서 탁월해야 하는가?

- 학습 및 성장 관점: 우리 회사는 지속적으로 가치를 개선할 수 있는

가?

- 재무적 관점: 우리 회사는 주주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그림 부-16] BSC Framework

[표 부-16] 는 어느 소비재 기업의 BSC를 다음과 4가지 관점에서 나타

내고 있는 예 이다.

[표 부-13] BSC 실행 예 

Aspiration Value Measure
10-Year 

Target

세계 제일의 

소비재 

주주(재무적측면)

- Earning the right to 

- Return on 

Investment

-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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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주(재무적 측면): 높은 주주가치의 실현을 위하여, 투하자본수익

률, 이익의 증가율, 매출액성장률을 성과지표로 성정하고 있다.

- 고객: 고객감동을 이룩하기 위하여, 고객만족도 지수, 상위 50대 고

객 Segment에서의 매출성장률을 성과지표로 활용하고 있다.

- 혁신(학습과 성장): 지속적인 업무혁신을 위하여 신제품개발속도, 매

출액대비 신제품개발 비중을 성과지표로 설정하고 있다.

- 종업원(내부경 자과정): 종업원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

기 위하여 종업원만족도 지수, 우수인력의 유지율을 활용하고 있다.

#36. 실용화 기업 선정기준 (Partner Selection Criteria) 

실용화 기업 선정기준을 [표 부-14] 와 같이 제시하며 이는 실용화 기업 

선정평가 Checklist의 작성 근간이 된다.

[표 부-14 실용화 기업 선정 기준

재무
- Objective 
- Measures 
- Targets     
- Initiative

고객
- Objective 
- Measures 
- Targets     
- Initiatives

내부경영과정
- Objective 
- Measures
- Targets     
- Initiatives

학습과 성장
- Objective 
- Measures 
- Targets     
- Initiatives

비전
과

전략
기업이 되자

superior rewords
- Profit Growth

- Sales Growth

- 11%

- 8%

고객

- A delight to work 

with

- Customer 

Satisfaction Index

- Annual Revenue 

Growth from 50 

Customers

- 100%

- 10%

혁신(학습과 성장)

- Constantly improving 

the way we do 

business

- Time to Market

- Percent Sales from 

new products/Market

- 3 months

- 25%

종업원(내부경 과정)

- Where people grow 

better

- Employee 

Satisfaction Index

- Retention of high 

performers

- 92%

- 100%

구분 선정기준 상대적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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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도

기

술

성

기술

혁신

능력

연구 개발 인력의 사고 능력 상 5점 척도 분석

기술 개발 조직 운  체계 중 Checklist 활용

자체 기술 혁신 수행 방식 하 인터뷰 활용

기술 정보 확보를 위한 체제 하 Checklist 활용

기술 개발 장비 확보 능력 중 Checklist 활용

핵심 기술 확보 수준 최상 Checklist 활용

기술

사업화

능력

아이디어 수집 노하우 중 Checklist 활용

신제품 개발단계 표준화 정도 하 Checklist 활용

양산을 위한 지원 시스템 유무 중 Checklist 활용

제품화기술 보완 능력 상 Checklist 활용

기술/제품의 표준화 수준 하 각종 지표 활용

제조기술 체계 구축정도 중 Checklist 활용

생산 체계 구축정도 하 Checklist 활용

생산 계획 수립 능력 중 Checklist 활용

사용자요구 사항 분석 능력 상 Checklist 활용

기술 

우수성

핵심기술 확보 수준 최상 Checklist 활용

보유기술의 공인 정도 하 각종 지표 활용

보유기술의 독창성 수준 상 Checklist 활용

주력기술 개발 수준 상 5점 척도 활용

보유기술력 종합 평가 중 5점 척도 활용

기술 

집약성

각종 기술성 지표 중 각종 지표 활용

기술개발인력 수준 최상 5점 척도 활용

사

업

성

시장 

전망

실용화 제품 판매 가능성 상 5점 척도 활용

실용화 제품 시장 성장 가능성 상 Checklist 활용

목표 시장점유율 달성 가능성 중 Checklist 활용

시장침투 전망 중 Checklist 활용

수익목표 실현 가능성 상 Checklist 활용

시장장벽 유무 상 Checklist 활용

제품 

특성

독점적 소유권 확보 여부 최상 Checklist 활용

시장 수용성 여부 하 Checklist 활용

경쟁위협 존재 여부 최상 Checklist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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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경쟁력 수준 중 5점 척도 활용

비가격 경쟁력 수준 중 5점 척도 활용

마케팅 

능력

마케팅전략 수립 능력 상 5점 척도 활용

외부환경 분석 능력 상 Checklist 활용

마케팅분석자료의 확보 수준 하 Checklist 활용

가격전략 능력 하 Checklist 활용

판매계획 실현가능성 중 Checklist 활용

시장확보 가능성 최상 Checklist 활용

인

적

자

원

최고 

경 자

경  전략 수립 능력 중 5점 척도 분석

과거 실적 상 Checklist 활용

현 관심 분야 중 인터뷰 활용

사업 추진 능력 상 5점 척도 분석

실용화 기술 역에 대한 지식 하 인터뷰

최고 경 자의 도덕성/신뢰성 최상 Checklist 활용

기업 자체의 도덕성/신뢰성 상 Checklist 활용

신기술/신시장 개척 경험 중 Checklist 활용

목표시장 설정 노하우 중 5점 척도 분석

기술혁신에 대한 사내 리더십 중 Checklist 활용

사외 리더십 하 Checklist 활용

경 팀

전문가 확보 여부 상 Checklist 활용

조직 관리 및 근무 상태 중 각종 통계 지표

조직내 기업가 정신 확산 여부 중 Checklist 활용

경 팀경력 최상 5점 척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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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실용화 기업 선정 평가 Checklist

[표 부-15] 실용화 기업 선정 체크리스트

항목 평가항목

인적

자원

최고 

경 자

경  

전략 

- 실용화 기술/서비스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가?

- 기업내 기술진, 관리진의 구성 및 관리를 잘 

하고 있는가?

- 실용화 기술 관련 시장 특성, 수요 파악을 잘 

하고 있는가?

- 실용화 주변기술 특성을 이해하고 문제 해결 

노력을 하고 있는가?

- 사업경 에 대한 비전 제시 및 실행이 잘 

이루어지는가?

- 기술혁신, 사업화, 시장진출 등 단계별 계획을 

가지고 있는가?

과거 

실적

- 동종업무 근무 경력이 얼마나 되는가?

- 기술도입, 외부공동개발, 자체개발 등으로 

기술을 확보한 경험이 있는가?

- 자체개발 제품으로 시장진출 경험이 있는가?

- 자체 및 투자유치를 통한 자본 조달 경험이 

있는가?

- 제품개발, 사업화 등에 관련한 내부 경 관리 

체제 구축 경험이 있는가?

- 각종 정보 획득을 위한 외부 인턱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가?

현 

관심 

분야

- 제반 관리부분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 및 생산부분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가?

- 제품 판로확대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가?

- 자금조달 및 투자유치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가?

- 사업 경  이외의 타분야 겸직을 하고 있는가?

사업 

추진 

능력

- 신기술.신사업에 관심이 있는가?

- 기술혁신의 적극적 실천력이 있는가?

- 사업자금 조달 능력은 있는가?

- 기술경쟁 및 시장 위기시 대처능력이 있는가?

- 기업조직의 탄력적 운  능력이 있는가?

항목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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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자원

최고 

경 자

실용화 

기술 

역에 

대한 

지식

- 실용화 분야의 기술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 실용화 분야의 경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 실용화 분야 기업의 성공/실패 요인을 알고 

있는가?

- 국내 유사 경쟁 기업의 동향을 파악하고 

있는가?

- 실용화 기술의 단계별 발전 전략 수립이 가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R&D --> 생산 --> 

마케팅)

최고 

경 자

의

도덕성

/

신뢰성

- 거래조건 불이행 사례가 있는가?

- 부도 경험이 있는가?

- 개인적 신용불량 실적이 있는가?

- 자산가압류 등 법적제재 경험이 있는가?

- 사업/개인적 세금체납 실적이 있는가?

- 사기 및 배임죄에 연고된 적이 있는가?

- 한정치산, 금치산자, 또는 파산선고 판정을 

받은 적이 있는가?

기업

자체의 

도덕성

/

신뢰성

- 자본금 형성 과정시 사채 등을 통한 가장 납입 

실적이 있는가?

- 임금체불 사례가 있는가?

- 임원들의 개인적 신용불량이나 범법 행위 

사실이 있는가?

- 회사 자금을 임원 또는 주주들에게 대출 또는 

유용한 사례가 있는가?

- 종업원과 합의한 사항을 파기한 사례가 있는가?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관계(이면합의 등)이 

있는가?

신기술

/

신시장 

개척 

경험

- 기존 제품 시장에 신기술 또는 신기능 적용 

경험이 있는가?

- 기존기술을 패키지화, 새로운 용도 개발 등으로 

신시장에 적용한 경험이 있는가?

- 신기술로 유사/대체 제품 개발이나 시장 개척한 

경험이 있는가?

- 신기술로 신시장을 적극적으로 개척한 경험이 

있는가?

- 신개념 기술로 제품 개발, 세계시장을 겨냥한 

경험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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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인적

자원

최고 

경 자

목표

시장 

설정

방법

- 자체 시장 조사 평가는 실시하는가?

- 시장 세분화를 통한 전략적 접근을 하는가?

- 과거 유사시장 접근 경험을 참고하는가?

- 경쟁사 및 수요처의 의견을 수렴하는가?

- 전문(시장)조사기관에 시장조사 의뢰 및 

평가결과를 확보하고 있는가?

기술

혁신에 

대한 

사내 

리더십

- 사내에 기술혁신 철학 및 방침이 있는가?

- 사내에 기술혁신 관련 직원교육 장려 및 개최 

실적이 있는가?

- 사내에 기술혁신 관련회의에 경 자 

참여하는가?/회의를 주관하는가?

- 사내에 기술혁신 당위성 및 시급성에 대한 

전직원의 이해 및 공유하고자 노력하는가?

- 사내에 기술혁신 및 경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동기부여책을 마련하고 있는가?

사외

리더십

- 거래선에 대한 협상력이 있는가?

- 업계 주도력이 있는가?

- 투자선에 대한 협상력이 있는가?

- 시장 친화력이 있는가?

경 팀

전문가 

확보 

여부

- 기술, 생산, 판매, 재무 등 핵심 직무에 

책임자급 전문가가 존재하는가?

- 기술, 생산, 판매, 재무 등 핵심 직무에 대하여 

개별 부서가 존재 하는가?

조직 

관리 

및 

근무 

상태

- 종업원 전체 이직률이 낮은가?

- 직원들이 현 복리후생, 급여 수준에 

만족하는가?

- 종업원 우리 사주 비율이 높은가?

- 직원들의 자발적 야근 빈도가 높은가?

- 핵심 책임자급 전문가 이직이 낮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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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인적

자원
경 팀

 

조직내 

기업가 

정신

확산 

여부

- 전사적으로 새로운 사업에 적극적인가?

- 전사적 위험요소에 대한 다각적(제품, 아이템, 

시장, 기술등)인 분산/대응시스템에 갖춰져 

있는가?

- 전사원의 신규사업 아이디어 제안에 대한 

인센티브 제안제도가 마련되어 있는가?

- 전 사원이 신규사업의 도입, 추진에 적극적고 

보편화 되어 있는가?

- 전 사원의 신규사업 제안이 자유롭고, 

사업타당성 검토 제체가 갖춰져 있는가?

경 팀

경력

- 분야별(기술, 생산, 판매, 재무, 기획) 책임자 

급의 해댱분야 평균 경력 년수는 얼마나 되는가?

기술

성

기술 

혁신 

능력

연구 

개발 

인력의 

사고

- 신기술 습득 의지가 확고한가?

- 개발 목표가 뚜렷한가?

- 신기술 신제품 개발 의지가 강한가?

- 활력성 있는 사내 연구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는가?

- 기술혁신에 대한 발전지향적 사고방식을 

소유하고 있는가? 

기술 

개발 

조직 

운

- 공인된 기업 부설연구소를 보유하고 있는가?

- R&D(기술개발) 전담조직이 편성/운 되고 

있는가?

- 실험실/개발실 형태의 독립된 조직운 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자체 

기술 

혁신 

수행 

방식

- 프로젝트 관리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가?

- 기술개발 결과를 문서화, 전산화 등을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 기술개발을 위한 자원(인력, 설비, 재료 

등)관리가 효율적인가?

- 외부 기술 확보를 위한 수단 파악과 실행이 

신속한가?

- 자체 기술혁신과 기술도입, 위탁연구 결과를 

효율적으로 결합하고 있는가?

- 기술 개발 인력에 대한 교육이 체계적으로 

실시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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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기술

성

기술 

혁신 

능력

기술 

정보 

확보를 

위한 

체제

- 인터넷을 통한 기술정보의 확보 및 활용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가?

- 기술정보(예: 연구정보, 개발정보, 생산정보, 

시장정보 등)분류 및 자료화 구축이 되어 

있는가?

- 국내 및 해외 기술전시회, 박람회 등의 참가 및 

사업화 연계가 이루어지고 있는가?

- 회사차원의 국내외 기술정보전문기관(학회, 

정보기관 등)에의 회원가입, 심층정보수집이 

되고 있는가?

- 전사적으로 연구소, 공장, 판매 등 모든 부서 

인력이 기술정보를 수집하는 체제인가?

기술 

개발 

장비 

확보

- 기술개발을 위한 시험/계측 장비와 시설이 

충분히 갖춰져 있는가?

- 기술개발을 위한 신규 시험분석 장비를 

신속하게 구입/활용하고 있는가?

- 계획된 예산범위 내에서 필요 연구장비를 

순차적으로 구매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

- 연구장비를 유지/보수 및 관리하는 전담 부서나 

전문기관과의 계약이 있는가?

- 연구개발 시설/장비를 외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구축되어 있는가?

핵심 

기술 

확보

- 외부로부터의 기술도입이나 기술이전 경험이 

있는가?

-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에의 취탁연구 

결과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 국내외 대학 또는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결과를 활용한 경험이 있는가?

기술 

사업화 

능력

아이 

디어 

수집 

방법

- 소비자 요구파악을 하고 있는가?

- 국내/외 개발사례를 분석하고 있는가?

-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고 있는가?

- 정보서비스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 받는가?

- 사내/외 제안제로를 활용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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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기술

성

기술 

사업화 

능력

제조 

기술 

체계

- 예상 제조기술 능력을 분석하고 투자계획을 

수립하는가?

- 제조공정도, QC 공정도, 작업표준서 등의 

기술체계가 확립되어 있는가?

- 개선계획 대비 진도를 점검하고 4M(man, 

machine, material, method) 및 레이아웃 문제점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가?

- 제조기술/공법의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이 

수립/실시되고 있는가?

- 자동화 설계/제작능력 및 투자판단 기준을 

보유하고 있는가?

생산 

체계 

구축

- 생산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가?(업무, 

조직)

- 합리적인 설비배치가 이뤄져 있는가?(작업공정 

연계성)

- 생산 자동화가 이뤄져 있는가?

- 생산설비의 경제성을 확보하고 있는가?

- 계획 시설 규모, 능력면에서 장래성을 확보하고 

있는가?(교체 용이성)

생산 

계획 

수립

- 제품 공정별, 라인별 가동률이 분석되고 

있는가?

- 생산목표 대비 실적이 기록, 분석되고 있는가?

- 생산계획과 실적의 차이 발생시 대처시스템을 

확보하고 있는가?

- 생산계획을 기술/판매 부문과 연동하여 

포괄적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는가?

- 생산계획/실적을 생산관리 팀 주도하에 

제품별로 검토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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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기술

성

기술 

사업화 

능력

신제품 

개발 

단계 

표준화

- 개발 절차서 및 매뉴얼을 보유하고 있는가?

- 개발 단계별 일정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가?

- 개발제품의 특성을 고려한 별도 개발팀이 

구성되는가?

- 보유기술 및 기존제품과의 연계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활용하는가?

- 개발 달성목표(수준) 및 달성여부를 

평가기준으로 활용하는가?

양산을 

위한 

지원 

체제 

구축

- 설계 및 개발 계획의 수립이 체계적으로 

이뤄지는가?

- 설계결과에 대한 검토 및 검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보유기술과의 연계성 검토를 하는가?

- 양산경험이 풍부한 기술인력을 확보하고 

있는가?

- 외부 설계전문기관과의 긴 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외부기관 위탁,공동설계 등)

제품화 

기술 

보완 

능력

- 제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하여 해외에서 

기술도입 및 핵심부품 수입의 경험이 있는가?

- 외부전문기관과의 네트워크가 있는가?

- 국내기업 또는 기관과의 공동연구 추진이 

가능한가?

기술/

제품의 

표준화 

수준

- 제품사양 표준화가 이뤄져 있는가?

- 품질/성능 표준화가 이뤄져 있는가?

- 제조기술 표준화가 이뤄져 있는가?

- 핵심부품(중간제) 표준화가 이뤄져 있는가?

- A/S 표준과가 이궈져 있는가?

- 보유기술에 대한 국내외 인증획득이 이뤄져 

있는가?

  국내: KS, GQ, NT, KT, EM, 100PPM, ISO-9000등

  국외: ASEM, ASE, UL, QS, JIS, ISO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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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기술

성

기술 

사업화 

능력

사용자

요구 

사항 

분석

- 소비자 만족도에 대한 인터뷰 및 앙케이트 

조사실시를 활용하는가?

- 소비자의 사용에 대한 동작(원인) 분석이 

이뤄지는가?

- 현장시험(Field Test)를 실시하는가?

- 관련 제품의 문헌조사를 실시하는가?

- 시장제품 전문가의 읜견을 청취하고 

분석하는가?

기술 

우수성

핵심 

기술 

확보 

수준

- 기존제품의 응용분야 측면에서 차별화된 상용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제조공정 및 소재 채용 측면에서 차별화된 

핵심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 제품설계, 제품기능 측면에서 모방할 수 없는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 국내외 특허등록 등 기술 권리적 장벽을 

구축하고 있는가?

- 국제적 기본특허 등록으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가?

보유 

기술의 

공인

- 정부공인 공식 포상을 수상하 는가?

- 업종단체 주관 우량기업으로 선정, 

포상되었는가?

-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우수기술, 우수제품으로 

선정되었는가?

- 기술 보고서를 학회, 전문잡지에 발표하 는가?

- 해외 전문기관으로부터 선정/포상/기사화 

되었는가?

보유 

기술의 

독창성

- 노하우 기술로서 신규, 독창성이 확보되는가?

- 국내 실용신안 출원/등록이 이뤄졌는가?

- 국내 특허/프로그램의 등록이 이뤄졌는가?

- 해외 특허/프로그램의 등록이 이뤄졌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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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기술

성

기술 

우수성

주력 

기술 

개발 

수준

- 주력제품에 대한 기술의 실험적 연구결과 

성숙도, 개발수준 및 추가 연구개발 필요성은?

  (실증 실험 단계, 시작품 제작단계, 양산 

실험단계, 제품 생산 단계, 시장진출 단계)

- 핵심기술의 보완이 필요한가?

- 품질 및성능부분 보완이 필요한가?

- 원자재/부품 기술부문 추가 연구가 필요한가?

- 제조기술 보완이 필요한가?

- 제품 외관 및 포장, 디자인 보완이 필요한가?

기술력 

평가

- 주력제품에 대한 기술의 핵심성 및 우위성 등에 

대한 자체 기술력 평가는 어느정도 인가?

  (세계 최상위, 국내 최상위, 국내 상위, 국내 

중위, 경쟁력 확보를 위해 보완이 필요)

- 주력 제품에 대한 기술의 핵심성 및 우위성 등 

데 대한 자체 기술력 평가가 이뤄지는가?

  (핵심기술에 대한 혁신성, 독창성, 개발 

난이도등)

기술 

집약성

각종 

지표들

- 최근 1년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은 

얼마인가?

- R&D 투자 증가율은 얼마인가?

- 최근 1년도의 종업원수 대비 기술개발인력의 

년평균 비율은 얼마인가?

- 최근 1년내 개발제품의 결과가 매출액에 기여한 

비율은 얼마인가?

- 기업의 산업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상 

상표권 포함) 출원실적은 얼마나 되는가?

  (특허, 실용신안, 의장, 상표간 중요비중은 

3:2:1:0.5 로 한다)

- 기업의 향후 1년간 산업재산권 출원 계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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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되는가?

항목 평가항목

기술

성

기술 

집약성

기술 

개발 

인력 

수준

- 타 연구소 근무 등 R&D 경험자가 얼마나 

되는가?

- 석사급 이상 핵심기술전문가가 얼마나 되는가?

- 대학, 연구소 인력 활용 및 연계체계가 

구축되어 있는가?

- 국내의 기술제휴 기업 연구 인력 활용이 

가능한가?

- 연구요원 병역특례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 

연구인력 확보가 가능한가?

사업

성

시장 

전망

실용화

제품

판매 

가능성

- 실용화 기술 적용시 공정, 소재 등 원가절감 

요인이 많이 있는가?

- 실용화 제품으로 국내시장 개척이 가능한가?

- 기존 판매 유통망과 연계가 가능한가?

- 일정 시장규모의 안정적 확보가 가능한가?

-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이 있는가?

실용화 

제품

시장 

성장 

가능성

- 실용화 제품이 기존 시장을 자극하는가?

- 실용화 제품의 기존제품 대체가 용이한가?

- 새로운 시장 창출로 시장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 국내 및 세계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 가능성이 

높은가?

목표

시장 

점유율

달성

가능성

- 판매 계약(수주) 확보가 가능한가?

- 판매 계약(수주) 상담이 진행 중 인가?

- 샘플 제작 및 인증을 완료데 필요한 기간은 

얼마인가?

- 실용화 제품 유통채널을 확보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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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사업

성

시장 

전망

시장 

침투 

전망

- 목표시장에 친숙하거나 우수한 유통망을 

확보하 는가?

- 목표시장에 대한 판매전략을 수립하 는가?

- 목표시장에서 해당 제품에 대한 높은 평가를 

유도할 수 있는가?

- 목표시장에 대한 광고 등 홍보전략이 

수집되었는가?

- 기타 정부구매, 대량 납품 등 특수 거래 관계 

구축이 가능한가?

수익 

목표 

실현 

가능

- 유사제품 경쟁사 파악이 이뤄지는가?

- 잠재적 경쟁사 분석/평가가 이뤄지는가?

- 경쟁사와 자사의 강약점 비교 분석이 

이뤄지는가?

- 경쟁사와 자사의 수익구조 비교 분석이 

이뤄지는가?

- 경쟁사 대비 자사의 경쟁 우위 요소를 설명할 

수 있는가?

시장 

장벽 

유무

- 본 기업이 실용화 하 을 때 발생하는 법적, 

제도적 진입장벽이 있는가?

- 본 기업이 실용화 하 을 때 발생하는 사회적, 

관습적 진입장벽이 있는가?

- 본 기업이 실용화 하 을 때 발생하는 환경적 

진입장벽이 있는가?

- 본 기업이 실용화 하 을 때 발생하는 소비자 

구매, 소비패턴 변화 및 소비자 보호 측면의 

진입장벽이 있는가?

- 본 기업이 실용화 하 을 때 목표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성상 진입기간, 진입비용 소요가 

상대적으로 적은가?

제품 

특성

독점적 

소유권 

확보

- 주변 기술에 대한 독점적 소유권을 

확보하 는가?

- 경쟁 제품과 차별화를 이룰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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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Unbundling 기술이전 항목 

이전하고자 하는 기술을 unbundling 하며 그 세부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

술하여 기술이전시 나타 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야 한다.([표 부-??] 

참조)

[표 부-16] 이전기술 Unbundling Table

- 타사대비 생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가?

항목 평가항목

사업

성

마케팅 

능력

가격 

전략

  * 목표시장별, 제품구성별 가격 차별화 (브랜드 

차별화 포함) 전략

  * 국내외 경기동향 및 시장 상황에 따른 가변적 

가격(고가 혹은 저가) 전략

  * 특수관계의 거래처에 대한 수요자 협상가격 

수용 전략

판매 

계획 

실현 

가능성

- 고객에 대한 접근이 용이한가?

- 제품 품질, 성능 중심 홍보가 수월한가?

- 경쟁사 대비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가?

- 시장수요, 고객 반응도 측정결과가 양호한가?

- 목표시장별 매출/마진 안정성 및 지속성, 

성장성의 확보가 가능한가?

시장 

확보 

가능성

- 주변 기술의 독점 요소를 확보하 는가?

- 원료, 중간재, 핵심부품을 독점하 는가?

- 정부구매, 지자체 납품, 대기업과의 독점 납품 

계약을 준비 중인가?

- 시장진입 및 유통에 대한 인프라 

구축측면에서의 기득권을 확보하 는가?

- 제품 사양, 기능 우월성에 따라 시장 점유 

확대가 가능한가?

이전기술 

Code

세부 이전

 항목
Description

포함

여부
추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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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사업

성

제품 

특성

시장 

수용성

- 실용화 제품의 시장수용성(시장침부,확산력) 

정도는 얼마나 되겠는가?

- 실용화 기술을 적용하 을때 해당 제품의 

시장진출 정도는 어느 단계인가?(시제품 

구상단계, 시제품 개발단계, 시제품 개발완료 및 

시장출시 준비중, 시제품 시장출시 완료, 

양산개시 및 판매)

경쟁 

위협

- 실용화 제품에 대한 경쟁 위협의 강도는 어느 

정도 인가?

- 실용화 제품에 대한 가격 경쟁 요소는 있는가?

- 실용화 제품에 대한 품질, 성능, 디자인 경쟁 

요소는 있는가?

- 실용화 제품에 대한 A/S 경쟁요소는 있는가?

- 실용화 제품에 대한 시장 침투, 점유율 

경쟁요소는 있는가?

- 실용화 제품에 대한 제품개발(기능 특화, 

다양화) 경쟁요소는 있는가?

가격 

경쟁력

- 원자재 수급구조(구매조건 등)는 원활한가?

- 제품생산 원가구조(경제성)은 우수한가?

- 생산설비 시스템(설비, 임금 등)은 우수한가?

- 제품유통구조(물류비용 등)은 우수한가?

- 제비용 구조(일반관리비, 금융비용 등)은 

우수한가?

비가격 

경쟁력

- 브랜드 인지도는 양호한가?

- 품질, 성능, 디자인은 양호한가?

- 제품 내구성 및 A/S 는 양호한가?

- 제품구성(Product Mix) 다양화 등을 통한 

수요시장에서의 경쟁성은 양호한가?

- 제품구매 동기 유발 및 광고, 판촉 전략은 

양호한가?

XXXXXX

세부

기술 A

기술특성/가치 및 기술구현에 적

당한 기술이전 방법에 대해 간략

하게 기술

기술

이전

가

관련 

장비도 

함께 이전

세부

기술 B

기술특성/가치 및 기술구현에 적

당한 기술이전 방법에 대해 간략

하게 기술

기술

이전

불가

해당 

연구원 

파견 필요

세부

기술 C

기술특성/가치 및 기술구현에 적

당한 기술이전 방법에 대해 간략

하게 기술

기술

이전

가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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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평가항목

사업

성

마케팅 

능력

마케팅 

전략 

수립 

방법

- 목표시장의 특성 분석은 이뤄졌는가?

- 판매촉진 분석 및 대책은 있는가?

- 원가분석 및 가격의 결정은 되었는가?

- 수요분석 및 예측은 이뤄졌는가?

- 판매루트 및 물류의 최적화는 고려하 는가?

외부 

환경 

분석

- 국내외 경제환경 분석은 이뤄졌는가?

- 국내외 기술동향 분석은 이뤄졌는가?

- 시장동향 및 변화 분석은 이뤄졌는가?

- 경쟁업체 기술/제품 개발동향 분석은 

이뤄졌는가?

- 정기적 분석자료의 취합과 전략수립에 반 하는 

시스템은 구축되어 있는가?

마케팅 

분석 

자료의 

확보

- 마케팅 채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실용화 상품 수명주기상 위치 분석, 마테킹 

채널 분석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가?

- 관련 산업 및 시장에 대한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 시장 및 상품의 상관관계에 대하 분석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 자사 및 경쟁사의 원가구조, 마진 분석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가?

가격 

전략

- 어떠한 가격전략 채택을 고려하고 있는가?

  * 저변 수요층 확대를 위한 브랜드(제품) 

인지까지의 저가가격 전략

  * 제한된 특수 수요층을 겨냥한 제품 품질, 

성능 중심의 고가(저가)가격 전략

  * 기존 유사제품의 기존가격 대비 최소 마진 

확보를 위한 범용성 가격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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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표준 연구 계약서 

원자력연구소 표준 연구 계약서 및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단 표준 연구 

계약서 양식을 참조한다.(규정된 양식 활용 必)

❊ 표준 계약서 작성시 고려사항(생길 수 있는 사안에 대오나 기본 원

칙이 명확히 하면되어야 함)

- 연구계획서 자체의 목표 명확성(SMART 체크)

➙ S: specific
➙ M: measurable

➙ A: attainable

➙ R: realistic
➙ T: time-constrained

- 연구목표 달성도 확인

- 연구기간 조정

- 추가연구비 및 예산 변경

- 연구팀의 변동

- 특기사항

#40. 과제 기획서 

원자력연구소 표준 연구 계약서 및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단 표준 연구 

계약서 양식을 참조한다.(규정된 양식 활용 必)

❊ 연구과제기획서 작성시 포함 내용

가. 해당기술의 기술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정리 

(Technology Assessment) 

➙ 전반적인 산업환경의 변화 추이

➙ 기술 및 시장의 특성 및 변화 추이 

➙ 기술개발시의 제반 기업 내부/외부, 사회전반에 관한 향

도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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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구체적인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의 확정 (Technical Planning)

➙ 최종목표, 단계별 목표, 연도별 목표 등

➙ 연구개발의 주요내용 및 세부연구과제의 확정

다. 구체적인 연구수행방법 제시 (Management Planning)

➙ 전체적인 연구수행체제 (공동연구방식 및 연구팀 구성 등)

➙ 세부 연구분야별 연구개발방식/기술확보방식 확정

➙ 연구개발 분담체계 실시 

라. 연구결과의 활용방안 제시 (Commercialization Planning)

➙ 연구결과의 기업화 방안 (가능한 경우, 개략적인 생산계획

까지 제시)

➙ 연구개발 참여 기관들에 대한 혜택과 관련된 사항 검토

- 특허권 발생시의 처리방안

- 기업간 공동개발부문 및 상호경쟁부문의 명확한 구

분

마. 소요 연구개발예산 및 인력규모의 추정 확보방안 연구 

(Resources Planning) 

➙ 연도별/세부연구분야별 필요 연구비/연구인력 규모 추정

➙ 연구비/연구인력의 확보방안 연구 

#41. 기술이전 지침

성공적인 기술이전을 위해서는 기술을 제공하는 파트너 기업의 선택과 

이전받는 기술의 성격에 따른 기술이전 방식의 선택이 가장 중요하다.

기술이전의 파트너 선정시 기술공여 기업 및 수여기업의 기술역량 및 보

유자원, 전략적 목표, 이전의 관계와 상호신뢰, 그리고 기술이전 조건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기술이전 방식의 선택에 있어서는 현 기술 수준과 경 전략을 기준으로 

기술의 격차를 고려한 적합한 기술의 선택과 이를 획득하는 벙법의 선택

이 매우 중요하다. 

실제 기술도입기업 입장에서 취할 수 있는 기술획득 전략은 크게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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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핵심기술이 경쟁사에 비해 역량이 미흡할 때는 기술이전이 유리하

며, 기초기술이 경쟁사에 비해 역량이 미흡할 때는 기술구매가 도입기업

에 효과적이다. 이를 상황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라이센싱(Licensing)

제휴관계에 있지 않은 기업간의 기술이전은 주로 라이센싱에 의해 이루

어진다. 라이센싱은 기술제공자의 기술을 기술도입자가 서로 합의한 조건

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것이다. 기술도입기업은 기술제공기업에 

기술사용에 대한 대가로 로열티나 기술사용료를 지불한다. 기술도입기업

은 도입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매출의 일정비율로 로열티를 지급

하기도 한다. 

라이센싱 계약은 특정 사안별로 매우 다양할 수 있다. 정확한 약정은 기

술제공기업과 기술도입기업의 협상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양자간의 강점

과 욕구를 반 하게 된다. 라이센싱에 의해 기술제공자의 특허권이나 기

술적 자료를 기술도입자에게 단순히 제공할 수 있으며, 도입기업의 기술

자들을 훈련시키는 데 합의할 수도 있다. 그리고 기술지도의 차원을 넘어

서 기술도입기업이 생산한 제품을 기술제공기업이 역으로 구매하는 상표

권과 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기술이전 메커니즘은 기술도입기업이 도입기술을 잘 흡수할 수 

잇는 능력을 갖고 있을 때 매우 유용하다. 라이센싱에 의해 기술을 도입

함으로써 중복된 노력을 줄일 수 있으며, 자체의 연구개발 비용을 상당히 

절약할 수 있다.

2) 합작투자(Joint Venture)

합작투자는 둘 이상의 기업이 합작하여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수도 잇

는 제 3의 기업을 설립하는 것이다. 합작투자는 일반적으로 비용을 분담

하기 위해 이루어진다. 특히 항공우주사업이나 컴퓨터개발 등과 같이 막

대한 개발비용이 투자되는 프로젝트에서 합작투자가 이루어진다. 그리고 

기술/마케팅/생산/경  등의 능력을 공유하기 위해 합작투자를 추구하기

도 한다. 예를 들어 기술능력과 마케팅 능력이 잇는 미국 기업들은 생산

능력이 우수한 한국 기업들과 합작투자를 함으로써 사대방의 강점을 이

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이 합작투자는 비용을 분담하거나 능력을 공유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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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을 수반하게 된다. 

합작투자를 통해 기술을 공유하는 과정을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파트너가 기술을 제품 생산에 공짜로 이용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허가할 수 있다 .하지만 소유권의 가치가 높은 기술의 

경우 기술소유자는 생산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희망하고, 생산 파트너에

게 주요기수을 최종 완제품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단순히 패키지 형태로 

공급하려 할 것이다. 양자 모두 기술능력이 ENldjskf 경우에는 서로 상대

방의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교차 라이센싱 협정을 맺음으로써 기술공

유가 이루어 질 수 있다. 

3) 턴키 방식(Turnkey Operations)

턴키 방식은 기술제공자가 기술도입자를 위하여 생산설비가 완전히 가동

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건설해 주는 것이다 .기술도입자는 모든 것이 

완성되면 설비를 가동시키기 위해 단순히 키만 돌리면 된다. 

이러한 턴키 방식은 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이 있다. 또다른 단점은 노하

우를 획득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술도입기업은 생산시설의 완전 가동이

라는 완제품을 구입하기 때문에 설비구축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능력

을 거의 획득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턴키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다양한 정도의 노하우가 이전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기술도입기

업은 설비의 운 에 필요한 기술자와 관리자를 기술제공기업에서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할 수 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설비를 가동하는 데 필

요한 최소한의 자급자족을 유지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설배와 기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설비의 가동과 유지를 

기술제공자에게 완전히 의존해야 한다.

하지만 턴키 방식에 의한 기술도입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기술도입기업이 턴키 시설을 제공할 기업을 신중하게 선정한다면 완전히 

검증되고 경쟁력 있는 고품질의 생산설비, 즉 최고의 첨단 기술로 무장한 

설비를 획득할 수 있다. 둘째, 턴키 시설의 구축은 많은 숙련공을 필요로 

하지만 기술제공기업의 인력이 생산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건설하고 관

리하기 때문에 숙련공이 부족한 기술도입기업들도 현대적인 시설을 도입

할 수 있다. 셋째, 일단 시설이 가동되기 시작하면 기술도입기업은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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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게 된다.

4) 특허권(Patents)

특허권은 발명자에게 그의 발명품에 대해 독점적인 권한을 소유할 수 있

도록 명문화된 형태로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다른 재산들과 마찬

가지로 특허권도 사거나 팔 수 있다 .특허건의 이전은 금전적인 방법 이

외에도 회사의 l지분과 교환함으로써 물물교환 형태로 이전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의 특허를 구매하려 하는 이유는 매우 다양하다. 

에를 들어 기존제품 라인을 개선하기 위하여 그에 필요한 기술에 대한 

특허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으며, 새로운 사업 라인에 진입하기 위

하여 특허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고, 특허권 침해소송을 피하기 위

해 특허를 구입할 수도 있다. 그런데 구입한 특허권을 효과적으로 이용하

기 위해서는 특허구입자의 기술흡수 능력이 좋아야 한다.

5) 원본기술의 직접구매

기업이 복잡한 기술적 장치가 들어있는 제품을 생산하고자 한다면 그것

을 자체 생산하기보다는 완전히 다른 회사에서 구입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기술도입자는 가공/포장되지 않은 원본기술을 구입함으로써 상

당한 연구개발비와 생산비를 절약할 수 있다. 기술제공자는 많은 연구개

발비를 투자하여 개발한 원본기술을 다른 조건을 포함시키지 않고 판매

하기 때문에 기술도입자가 쉽게 혜택을 볼 수 있다. 더구나 기술도입자는 

첨단기술에 쉽게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경쟁력있는 제품을 생

산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제공자의 시장위치를 

위협할 수 있다.

6) 체화된 기술의 구매

기술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원본 기술의 형태로 핵심 기술을 판매하는 것

보다는 동일한 기술을 제품의 형태로 구현하여 판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더구나 기술제공국가의 관점에서는 체화된 기술을 판매하는 것이 무역수

지에 좋은 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높은 온도를 측정하는 기계 장치에 

반드시 특수한 반도체 장치가 필요하다고 하자. 기술제공자는 단순히 반

도체 장치만을 판매할 수 있다 .하지만 완전한 형태의 온도측정 기계장치

를 만들어 판매하는 것보다는 적은 이익을 창출할 것이다. 더구나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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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형태로 반도체 장치만을 구입한 기술도입자는 자신들의 기계장치

에 이를 접목시킴으로써 국내외 시장에서 기술제공자의 경쟁적 위치에 

도전 할 수 있다.

7) 기술전문가의 고용

과학적 지식이나 기술적 능력이 부족한 기업은 외부에서 기술용역을 고

용함으로써 그 부족현상을 극복할 수 있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도자기 제품을 만드는 미국 회사가 도자기 전문

가가 풍부한 일본이나 한국으로부터 전문가를 고용할 수 있다 .유럽의 석

유개발회사가 유정 굴착 장치를 설치하기 위해서 미국의 숙련된 유전기

술자를 고용할 수 있다. 특히 빠르게 산업화 되고 있는 개발도상국가에서

는 선진국의 기술자를 고용함으로써 첨단산업기지를 설계하고 구축할 수 

있다.

#42. 실용화 기업과의 역할 분담 

실용화 사업을 추진시 수행되어야 할 각 업무에 대하여, 실용화 계약 시

에 해당 업무에 대한 역할 분담을 공식적인 서류를 통하여 명확하게 확

인하여야 하며, 그 틀을 [표 부-17] 와 같이 제시한다.

[표 부-17] 실용화 업무 역할 분담표

사업단과 참여기업 역할 분담

업무구분 내용 사업단 역할 참여기업 역할

공동 수행 

업무

~~~~~~~~~~

업무 A 업무 B

   

   1     2      3     4     5

분담 수행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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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적으로 사업단에서 수행, 2: 사업단 주도 참여기업 협력, 3: 양측이 

동일하게 기여, 4. 참여기업 주도 사업단 협력, 5: 전적으로 참여기업 수

행)

#43. 협상의 기본원칙 

협상이란 합의의 조건을 찾는 관점을 갖고 서로 상의하고 문제를 해결하

고,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기본적

으로 협상이란 서로간의 의견 차이에 의해 발생되는 과정으로서 해당 당

사자들 사이에 나타나는 갈등 구조를 이해해야 한다. 따라서 협상에서 좋

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다음 3가지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① 의

견차이의 본질은 무엇인가? ② 의견차이의 배후 요인은 무엇인가? ③ 논

쟁 당사자들 간의 의견차이가 어느 단계까지 발전했는가? 이다. 이를 자

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의견차이의 본질을 파악하는 것이다. 의견차이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는 쟁점 사안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데, 4가지의 기본적인 쟁점은 

사실, 목표, 방법, 가치의 차이에서 존재한다.

- 사실: 각자 문제를 다르게 정의하거나, 다른 관련 정보를 알고 있거

나, 서로 다른 정보를 사실로 수용 또는 거부하거나, 각자의 

권력과 권한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불일치가 

발생한다. 

- 목표: 때로는 부서나 부문 또는 조직 내의 특정 직책에서 달성해야 

하는 것, 즉, 목표가 공유되지 않아서 불일치가 생기기도 한

다. 

- 방법: 개인마다 목표달성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절차나 전략 도는 전

술에 대해 의견이 다를 수 있다. 

- 가치: 때로는 권력을 행사하는 방식이나 도덕적 고려사항 또는 정의

와 공정성에 대한 가정 등, 윤리적 측면에서 의견 차이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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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 한다. 이러한 차이는 목표나 방법의 선택에 향을 미

칠 수 있다. 

두번째는 의견차이가 생기는 이유 (배후요인)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파악

해야 한다. 의견차이의 배후요인은 정보요인, 지각요인, 역할 요인이 대표

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 논쟁 당사자들은 동일한 정보에 접근하 는가(정보)?

- 논쟁 당사자들은 공통의 정보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는가(지각)?

- 논쟁 당사자들은 자신의 역할에 크게 향을 받고 있는가(역할)? 

세번째는 의견차이가 어디까지 발전했는가를 파악해야 한다. 의견차이의 

수준에 따라 각 단계별로 대처하는 방식이 달라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숙지하고 협상에 임할 때, 가져야 할 협상의 기본 마인드

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정리 할 수 있다.

1. 협상의 목적은 원하는 것을 상대방으로부터 얻어내는 것이다.

➙ 협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가장 선결 되어야 할 부분은 협상 

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목표설정이 필요하

며, 이와 같은 목표 설정을 위하여 우리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보다 쉽게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을 만족

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대방에 대한 정보분석과 이해는 필수

적이다.

2. 협상은 상대방과 조화를 이루며 진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들을 고려해야 한

다. 

➙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신뢰감을 형성해야 한다. 

➙ 때에 따라서는 상대방의 양보조건을 들어줄 필요도 있다. 단, 양보

를 할 때는 협상 전 철저한 준비를 통해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것과 줄 수 없는 것에 대한 내부 계획이 있어야 한다.

➙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듯, 반대로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달라고 분명하게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 협상은 파트너를 바꿀 수 없다. 싫든 좋든 협상상대방과 협상을 진

행해야 하며 이 때 필요한 것은 상대방에 대한 끈기와 인내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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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한 기준과 절차, 외부표준 기준, 원칙, 선례, 객관적 정보(사전

합의) 등 객관성 있는 기준(Independent Standards) 을 사용하여 

파트너를 설득시키도록 해야 한다.

3. 협상자 본인에게 끊임없는 질문을 해야 한다.

➙ 협상을 진행하며 양보를 주고 받으며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한다. 

“나는 혹시 지금 타결하기 위해서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

가?” 우리는 “얻어내기 위하여” 협상을 해야 한다. 

4. 때로는 협상결렬을 선언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 협상을 하다 보면 과정 자체에 몰입하여 협상의 목적을 잊어버리

고 협상타결에만 집착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협상의 목적은 협상 

이전보다 나은 것을 얻기 위해서다. 따라서 협상을 통해 얻는 것보

다 잃는 것이 많다는 판단이 들면 지금까지 투자한 시간, 돈, 노력 

등에 연해 하지 말고 협상을 결렬할 용기가 때로는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기 위해서는 협상에 임하는 협상자의 선택

이 매우 중요하다. 완벽한 협상자는 두뇌 회전이 빠르되 참을성이 있어야 

하고 거짓말을 천연덕스럽게 하여야 하며 상대방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신뢰를 얻어야 하고 겸손하되 독단적이어야 하며 상대방의 매력에 압도

되지 않으면서 상대방을 매료시켜야 한다.

마지막으로 협상 단계별로 취해야 할 행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준비단계의 10 단계

제 1단계: 협상의 주 안건을 확인

제 2단계: 목표의 확립

제 3단계: 가정의 테스트

제 4단계: 사실조사

제 5단계: 사안의 정의와 대안의 선택

제 6단계: 입장을 판단하고 양보를 계획

제 7단계: 욕구를 다시 생각

제 8단계: 전략 개발

제 9단계: 선택안의 예행연습

제10단계: 협상과 지속적인 준비



- 378 -

❋ 준비단계에서 미리 파악해야 할 내용들

➙ 누가 협상을 하는가?(개인 또는 팀)

➙ 어디에서 협상을 하는가?(회의실 및 배경)

➙ 언제 협상을 하는가?(타이밍)

➙ 무엇을 협상하는가?(협상 전 회의가 있는가?)

➙ 어느 형태의 접촉을 할 것인가?(대면 또는 다른 방법)

➙ 어떻게 협상을 할 것인가?(회의 일정)

❋ 협상과정 중에 취할 수 있는 Skill

➙ 협상 상대가 먼저 제안하게 한다.

➙ 침묵을 지킨다.

➙ 협상상대 제의를 가정하여 제의한다.

➙ 협상에 대한 사전 조건으로서 요구 조건을 지정한다.

➙ 처음 요구조건을 높게한다.

➙ 처음부터 주요 요구조건을 내세운다.

➙ 제안을 고집한다.

#44. 실용화 계약서 

다음과 같은 사항이 실용화 계약서에 꼭 포함되어야 한다.

- 실용화 대상 기업 정보

- 실용화 시작 및 완료 시점(실용화 사업 진행 기간)

- 기술이전 및 실용화 연구소요 비용 및 분담 내역

- 사업단과 참여기업의 역할 분담

위와 같은 내용 이외에 계약서를 작성시에는 반드시 일정기간이 지나도 

참여기업의 실용화 진척이 없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를 

삽입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실용화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관련 분야 전문가 및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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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검토 필요하다.

#45. 연구 과제의 중간평가 실시 고려사항

연구프로젝트의 관리에 있어 중간평가가 중요한 이유는 연구과제의 진행

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전도 및 비용관리에 문제

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절한 대응방안을 강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아가 프로젝트를 계속하여 진행하더라도 목적달성의 가망이 없는 경우에

는 연구과제 자체를 중단시킬 수 있다.

연구과제의 중간평가에 있어 중요한 고려사항은 연구팀 내․외부의 여건

변화이다. 우선 외부적으로는 연구과제와 관련된 환경 및 조직의 정책/방

침상의 변화를 점검해보야야 한다. 신기술 출현, 정부정책의 변화, 경쟁사

의 전략변화, 시장변화 등은 연구과제의 가치와 목표달성에 큰 변화를 가

져올 수 있는 환경변수이며, 조직의 정책이 바뀌어 특성사업을 포기하거

나 신사업으로의 다각화를 추진한 경우에도 연구과제에 중대한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연구팀 내부적으로는 연구 수행팀의 변화와 팀의 능력 및 진척도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져야 한다. 과제책임자의 퇴직, 공동연구자 측의 문제 등 

연구 수행팀과 관련된 변화는 없는지, 연구팀의 역량이 부족하거나 연구

비가 과다 지출되는 경우 등 진행상의 문제는 없는지 등을 확실히 해두

어야 한다.

이밖에도 중간평가 시에는 연구과제 기획시의 기본 가정 등에 대한 변화

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하며, 목표, 진도, 예산 등 프로젝트의 주요 진척방

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검토해야 한다. 다음은 중간평가를 위한 

Checklist에 일반적으로 포함되는 항목들이다.

- Are the assumption still valid?

- Does the customer still have the same requirements?

- Have milestones been met, does future milestones look realistic?



- 380 -

- Are the results consistent with proposed forward pans or 

strategy?

- Is the work succeeding within the proposed budget?

- Are resources still available to compete the plan?

- Has the external environment changed?

- Are good records being kept for use in ex-post evaluation?

연구과제의 중간평가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론은 [그림 부-17] 와 같이 

연구개발과제의 중간성과와 조직적합성을 두개의 차원으로 하는 Matrix

를 그려보는 것이다. 이같은 Matrix는 프로젝트 진행에 관련된 문제의 

진단과 처방을 시각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림 부-17] 연구개발과제의 중간성과와 조직적합성 Matrix

#46. WBS (Work Breakdown Structure)

프로젝트 일정계획을 수립할 때 첫 번째로 하는 일은 프로젝트에 포함된 

모든 과업들의 목록을 만드는 것이다. 먼저 프로젝트의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고 포함되어야 하는 주요 단계를 열거한다. 그런 후 각각의 단계에 

• 경영방침, 전략의 변화
- 지속적 예산지원의 가능성
- 경영층의 관심변화

• 연구개발 여건, 환경변화
- 대체기술의 출현
- 고객 및 시장수요의 변화

• 기술 및 상업적 성공가능성 검토

• 중간 Milestone 및 연구진척도 점검
- 중간 목표 달성도
- milestones 및 중간성과물의 우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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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팀 내 의사소통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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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단계로 진행

Promising b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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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제추진체제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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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수행/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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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s ?

중
간

성
과

Goo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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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사항을 추가하기 시작한다.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일정계획수립은 커

다란 그림에서 시작하여 점점 상세하게 결정지어 나가는 하향방식

(Top-Down)을 취한다. 이런 방식을 WBS 라고 부른다.

WBS는 단지 프로젝트 과업들이 전체 프로젝트 구조에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한 하향식 조직화를 의미한다. WBS는 프로젝트 일정계획

수립에 기초가 되므로 중요한 계획수립도구이다. WBS 는 보통 도표나 

그림의 형태 중 한가지를 취한다. 

스파이 소설을 쓰는 프로젝트를 예로 들어보자. [표 부-18]는 그러한 프

로젝트를 위하여 작성된 표 형태의 WBS를 보여주고 있다. 과업의 계층

은 이러한 4계층 WBS에서 분명해진다. 가장 높은 단계에는 전체 프로젝

트가 해당된다. 여기에서는 스파이 소설 쓰기가 이에 해당되겠다. 그 다

음으로 낮은 수준에서는 4가지 기본적인 단계(예를 들면, 연구 배경 내

용, 개요 이야기)가 존재한다. 각각의 단계는 여러 가지 과업들(예를 들

면, 도서관에 가다)로 분해되고 각각의 과업들은 다시 하위 과업들(예를 

들면, 미/소 관계 파악)로 분해된다. 

[표 부-18] 표 형태의 WBS

스파이 소설 쓰기

10.0.0

연구 배경 내용
10.1.0 도서관에 가다

       10.1.1 미/소 관계 자료 읽기

       10.1.2 다른 스파이 소설 읽기

       10.1.3 관련된 도시의 지도 찾기
10.2.0 관련된 정부 관료와 면담

       10.2.1 첩보기관 방문

       10.2.2 국방기관 방문

       10.2.3 FBI 방문

11.0.0

개요 이야기
11.1.0 대략적인 구성

       11.1.1 이야기 주제 설정

       11.1.1 주제 파악

       11.1.1 연대순으로 이야기 사건 연결
11.2.0 상세한 구성

       11.2.1 등장인물과 사건을 연결하는 상세한 도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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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S에 필요한 계층의 수는 개인적인 선호도와 프로젝트 규모에 따라 

변화한다. 분명한 것은 규모가 매우 큰 프로젝트는 작은 프로젝트보다 더 

많은 계층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그림 부-18] 그림 형태의 WBS

[그림 부-18] 는 같은 프로젝트에 대한 그림 형태의 BS를 보여주고 있

다. 이러한 형태의 WBS는 마치 조직 수조도와 유사한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형태에서 우리는 프로젝트의 서로 다른 부분들 간의 계층적인 관

       11.2.2 소설에서 사용될 중요사건 파악

12.0.0

이야기 쓰기
12.1.0 제 1장 

       12.1.1 어린이가 강에서 시체 발견

       12.1.2 KGB 요원으로 신원파악

       12.1.3 저격수가 FBI 요원으로 가장

       12.1.4 저격수 집단
12.2.0 제 2장

       12.2.1 [기타 등등]

13.0.0

출판업자와 접촉
13.1.0 믿음직한 출판업자 파악

       13.1.1 출판업자의 요구사항을 알기위해 저자안내지침 검토

       13.1.2 출판업자를 상대하는데 경험이 있는 저자 면담
13.2.0 유망한 출판업자에게 표본 내용 보내기

       13.2.1 알맞은 내용 선택

       13.2.2 내용을 주요 목표 출판업자에게 발송

       13.2.3 출판업자와 사후 접촉

스파이 소설 쓰기

연구 배경 내용 개요 이야기 출판업자와 접촉이야기 쓰기

도서관 인터뷰 대략적인
구성

상세한
구성

제1장 기타등등 출판업자
파악

3개의 표본
내용을 보냄

-미/소 관계

-다른 스파이
소설

-지도찾기

-첩보기관
방문

-국방기관
방문

-FBI 방문

-이야기의
주제 전개

-주요 인물
파악

-사건들을
연결

-등장인물과
사건을 연결
하는 상세 도
표 작성

-소설에서 사
용될 중요사
건 파악

-시체 발견

-KGB 요원으
로 신원 파악
된 시체

-FBI 로 가장
한 저격수

-

-

-

-출판업자의
요구사항 파
악

-동료 저자와
의논

-내용 선택

-내용을 주요
목표 출판업
자에게 발송

-출판업자와
사후 접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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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신원 파악
된 시체

-FBI 로 가장
한 저격수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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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손쉽게 파악할 수 있다

때로는 WBS 에 각각의 하위 과업들에 대한 비용 추정치를 포함시키는 

것이 유용하다. 이렇게 하면 비용이 고려된 WBS를 갖게 된다. WBS에 

있는 특정 계층의 비용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한 계층 아래에 있는 개별

적인 항목들의 비용들을 모두 더하면 된다. 우리는 WBS에서 계층의 모

든 항목들의 비용을 더함으로써 전체 프로젝트 비용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러한 방법을 상향식 비용 추정이라 한다.

#47. Gantt Chart 

Gantt Chart는 매우 간단하고 연구계획서 작성시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

다. 통상 과업(세로)과 시간(가로)의 두 축을 갖는 그래프상에 각각의 과

업에 막대나 화살표 등으로 표기한다. 이를 통해 세부적인 과업이 언제 

시작되고 끝나는지를 알 수 있다. Gantt Chart 작성법은 [그림 부-19,20] 

와 같이 크게 두가지가 있다 두 방법 모두 고업은 세로축에 표시되고 시

간은 가로축에 표시된다.

[그림 부-19] 막대형태 Gantt Chart의 작성 사례     

[그림 부-19]는 막대 차트의 변형으로 볼 수 있다. 가로축의 시간 데이터

는 여러 과업의 계획된 시작일과 종료일을 나타낸다. 이 Gantt Chart에 

Activity #1

Activity #2

Activity #3

February March April

Present Date: March 3

계획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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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작과 종료 시간이 덧붙여지면 프로젝트 통제에도 Tm일 수 있다. 

그러면 실제 상황과 계획을 시작적으로 비교해 볼 수 있고, 프로젝트상의 

일정이 얼마나 지연되는지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면, [그림 부-19]에서 과업 1이 계획보다 늦게 시작되었을 때 프

로젝트가 일정에서 얼마나 빗나갔는지 알 수 있다. 과업 1의 실제 기간이 

계획된 기간과 같기 때문에 이 과업에 대한 일정의 지연은 순전히 늦게 

시작했다는 데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과업2를 보면, 늦게 시작했을 뿐 

아니라 계획보다 오래 걸렸다는 것이 명확하다. 여기서 일정의 지연은 늦

게 시작했다는 것과 계획된 과업 기간보다 부진했던 탓이다. 

[그림 부-20] 대체형태 Gantt Chart의 작성 사례

[그림 부-20]는 Gantt Chart에 대해 다르게 접근한 것이다. 이것은 막대 

차트와 기본적 사실은 같으나 표시방법이 다르다. 이 방법에서는, 시작일

에 위로 솟은 삼각형, 종료일에 아래로 향한 삼각형이 그려지며, 계획된 

날짜에는 비워진 삼각형, 실제 날짜에는 채워진 삼각형이 그려진다. 다시

보면, [그림 부-20]에서 과업 1은 늦게 시작하고 늦게 끝나지만 기간은 

계획대로 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과업 2는 늦게 시작하고 계획보다 기간

이 길어지며, 매우 늦게 끝난다.

Gantt Chart는 프로젝트의 일정관리와 계획에 널리 쓰인다. 어떻게 쓰는

지 특별히 배우지 않아도 이해하기 쉬우며 만드는 데에도 특별한 장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저 그래프 용지, 연필, 자만 있으면 된다. Gan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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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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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t는 프로젝트의 목표와의 편차를 극적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일정의 

변동을 검사하는 데 특히 유용하다.

#48 PERT/CPM(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Critical Path 

Method)

PERT/CPM는 대형 프로젝트 관리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기법이다. 

Gantt Chanrt는 과업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나타낼 때 특정과업에 대한 

일정의 변화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향을 보여주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

었다. 

PERT/CPM은 1950년대 후반에 두가지 기법이 동시에 개발되어, 프로젝

트 스태프는 시작일과 종료일의 변경이 전체 프로젝트 일정에 얼마나 

향을 미치는지 알 수 있게 되었다. 하나는 미 해군의 폴라리스 미사일 프

로그램에서 개발된 것으로, 프로그램 평가 및 검토 기법(Program 

Evaluation and Review Technique, PERT)이라 하며, 다른 하나는 듀퐁

사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주요경로기법(Critical Path Method, CPM)이라 

한다. 두 기법 모두 흐름도에 기반하고 있어서 비슷해 보이지만, 일정 계

산에 대한 접근법이 다르지만 오늘날엔 둘 사이에 구별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 널리 TM이는 마이크로 컴퓨터 기반의 일정관리 소프트웨어에서는 

각 방법의 장점을 취합한 PERT/CPM 혼합법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

고 있다.

가. PERT/CPM 네트워크의 작성

PERT/CPM 네트워크 작성에 있어 첫 단계는 프로젝트에 대한 WBS를 

만드는 것이다(#48 참조). [표 부-19]는 피크닉 준비에 대한 프로젝트의 

간단한 WBS를 보여주고 있다.

[표 부-19] 직무 분류 구조

과업 기간(분) 수행자

1. 시작 0

2. 아이스 티 만들기 1 조지

3. 샌드위치 준비 10 마르다

4. 과일 준비 2 마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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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단계는 WBS 안에 담겨있는 정보에서 특정한 흐름도를 만드는 

것이다. PERT/CPM 네트워크의 역할은 [그림 부-20]와 같이 일정정보를 

통합하여 기본적 흐름도로 만드는 것이다. 여기서 WBS에서 나열된 과업

은 상자안에 표시되고, 상자는 일어나는 순서대로 배치되고, 과업간의 관

계는 선으로 표시된다. 예를 들어, ‘샌드위치 준비’ 와 ‘과일 준비’를 잇는 

선은 샌드위치 준비가 끝난 후에야 과일 준비를 시작한다는 것을 나타낸

다. ‘바구니 준비’쪽으로 가는 선들은 아이스 티를 만들고 과일 준비를 끝

난 후에야 피크닉 바구니 준비를 시작할 수 잇다는 것을 나타낸다. 과업

을 나타내는 각 상자 안에서, 과업을 마치는 데 드는 시간의 양이 우측 

상단에 표시된다. 예를 들어 아이스 티를 만드는 일은 15분이 걸린다.

[그림 부-20] 마디내 활동표시 다이어 그램

나. 주요경로

PERT/CPM 네트워크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필요한 중요한 개념으로 ‘주요 

시작

아이스 티
만들기
(조지)

샌드위치
준비

(마르다)

과일 준비
(마르다)

바구니
준비

(마르다)

담요 준비
(조지)

스포츠용구
준비

(마르다)

차에 싣기
(조지)

기름 넣기
(조지)

피크닉
장소로
가기

(마르다)

끝

주요경로

15

10 2

2

2

3

4 6 20

시작

아이스 티
만들기
(조지)

샌드위치
준비

(마르다)

과일 준비
(마르다)

바구니
준비

(마르다)

담요 준비
(조지)

스포츠용구
준비

(마르다)

차에 싣기
(조지)

기름 넣기
(조지)

피크닉
장소로
가기

(마르다)

끝

주요경로

시작

아이스 티
만들기
(조지)

샌드위치
준비

(마르다)

과일 준비
(마르다)

바구니
준비

(마르다)

담요 준비
(조지)

스포츠용구
준비

(마르다)

차에 싣기
(조지)

기름 넣기
(조지)

피크닉
장소로
가기

(마르다)

끝

주요경로

15

10 2

2

2

3

4 6 20

5. 바구니 준비 2 마르다

6. 담요 준비 2 조지

7. 스포츠 용구 준비 3 마르다

8. 차에 싣기 4 조지

9. 기름 넣기 6 조지

10. 피크닉 장소로 가기 20 마르다

11. 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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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료’가 잇다 일정 네트워크에서 주요 경로란 끝마치는 데 가장 오래 걸

리는 경로를 말한다. [그림 부-20]에서 ‘시작’에서 ‘바구니 준비’로 가는 

두 가지 경로를 보자. 위쪽 경로 ‘아이스 티 만들기’는 끝마치는 데 15분

이 걸리는 반면, ‘샌드위치 준비’와 ‘과일 준비’ 두개의 과업으로 구성되는 

아래쪽 경로는 12분 안에 끝마칠 수 있다. 네트워크가 그려진 방식대로라

면, ‘시작’에서 ‘바구니 준비’까리 걸리는 최장 시간은 15분이다. 이는 아

래쪽 경로가 3분 지연됨을 뜻한다.

주요 경로는 항상 끝마치는 데 가장 오래 걸리는 경로이기 때문에 지연

이 전혀 없다. 실제로 주요 경로상에 일정의 지연이 있다면, 그 차이는 

프로젝트 전체에 향을 미치게 된다. 그러므로 주요 경로상의 과업을 마

치는 데 예상보다 3분이 더 걸린다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은 3분만큼 늦

어지게 된다. 주요 경로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이러한 일정의 지연에 

대해 융통성이 없다는 특징 때문이다. 주요 경로상에 있지 않은 활동들은 

그와 관련해 약간의 처짐을 가지기 때문에, 일정상 얼마간의 지연을 허용

한다.

[그림 부-20]에서 프로젝트에 대한 주요 경로는 이중선으로 표시된다. 프

로젝트를 끝마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단지 주요 경로상의 

각 과업을 마치는 데 드는 시간을 더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의 예에서는, 

전체 프로젝트를 마치는 데 드는 시간은 50분(15+2+3+4+6+20)이다.

다. 주요하지 않은 과업과 지연시간

주요하지 않은 과업은 약간의 여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시작시간을 잡

는 데 있어서 융통성을 가질 수 잇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시작’과 ‘바구

니 준비’ 사이의 아래쪽 경로는 3분이 지연된다. 따라서, 프로젝트 시작 

후 3분까지는 샌드위치를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 3분 표시에서 샌드위치 

준비를 시작하고 잘못되는 일이 없다면, 여전히 할당된 시간 안에 프로젝

트를 끝마칠 수 있다. 예를 들어 4분 표시에서 샌드위치 준비를 시작한다

면, 전체 프로젝트 일정이 1분만큼 지연된다.

라. 가장 이른 시작시간과 가장 늦은 시작시간



- 388 -

프로젝트에 대해 가장 이른 시작시간과 가장 늦은 시작시간을 계산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PERT/CPM 네트워크의 왼쪽에서 시작해서 오른쪽으

로 진행해가면 된다. 먼저 주요 경로상의 과업에 대해 가장 이른 시작시

간을 구한다. ‘아이스 티 만들기’ 는 시간 0에서 시작하고, ‘바구니 준비’

는 시간 15에서, ‘스포츠 용구 준비’는 시간 17에서, ‘차에 싣기’는 시간 

20에서, ‘기름 넣기’는 시간 24에서, 그리고 ‘피크닉 장소로 가기’는 시간 

30에서 시작한다.

주요 과업에 대한 가장 이른 시작시간을 구한 후에, 비주요 과업에 대한 

가장 이른 시작시간을 구한다. 그런 후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진행한

다.  ‘샌드위치 준비’는 시간 0에서 시작하고, ‘과일 준비’는 시간 11에서, 

그리고 ‘담요 준비’는 시간 17에서 시작한다.

가장 늦은 시작시간을 구할 때에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진행한다. 다시 

한번, 먼저 주요 경로에 대해 집중한다. 프로젝트가 끝나는 데 50분이 걸

리기 때문에, ‘피크닉 장소로 가기’의 가장 늦은 시작시간은 시간 

30(50-20)이고, ‘기름 넣기’의 가장 늦은 시작시간은 시간 24(30-6)이며, 

‘바구니 준비’는 시간 15, ‘아이스 티 만들기’는 시간 0이다. 여기서 가장 

늦은 출발시간은 가장 이른 출발시간과 동일함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주

요 경로상의 과업은 언제나 그러하다. 과업을 시작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전혀 신축성이 없다.

비주요 고업에 대해 가장 늦은 시작시간을 구할 때에는 역시 왼쪽으로 

진행한다. 주요하지 않은 과업인 ‘담요 준비’를 보자. ‘담요 준비’후에 일

어나는 활동은 주요 과업인‘차에 싣기’이며, 이는 시간 20보다 늦게 시작

하면 안된다고 정했다. ‘담요 준비’가 2분을 소요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가장 늦은 시작시간은 시간 18(20-2)이다. 비슷한 논리로, ‘과일 준비’에 

대한 가장 늦은 시작시간은 시간 13이며, ‘샌드위치 준비’는 시간 3이다. 

각 과업에 대한 지연시간은 가장 늦은 시작시간에서 가장 이른 시작시간

을 빼면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일 준비’에 대한 가장 늦은 시작시

간은 시간 13인 반면, 그 가장 이른 시작시간은 시간 10이다. 이 과업에 

대한 지연은 13에서 10을 뺀 3이다. 이것은 과업을 수행하는 데 3분의 숨

돌릴 여지를 가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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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각 과업에서 지연시간이 소비되면서, 나머지 

과업에 대해 남겨진 지연은 감소한다. 만일 시간 12까지 샌드위치 준비를 

끝내지 못한다면, 두 단위 시간의 지연을 소비하게 되고, 이는 ‘과일 준

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작시간은 시간 12이고 가장 늦은 시작

시간은 13이어서 ‘과일 준비’에 대해 지연을 겨우 한 단위 남겨 놓음

(13-12)을 뜻한다.

피크닉 프로젝트의 가장 이른 시작시간, 가장 늦은 시작시간, 지연에 대

한 정보는 [표 부-20]에서 제공된다.

[표 부-20] 마디내 활동 표시 PERT/CPM 네트워크 상의 지연 계산

마. 자원과 네트워크 형상

PERT/CPM 네트워크의 실제 형상은 프로젝트에 투입될 수 있는 자원의 

양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더 많은 사람이 이용 가능할수록, 

더 많은 활동을 병렬로 수행할 수 있다. 피크닉 준비에 있어서, 두 명이 

하는 일을 세 명이 도와준다면 5개의 활동이 동시에 수행 될 수 있다. 한 

명은 아이스 티를 만들고, 두번째 사람은 샌드위치를 만들며, 세번째 사

람은 과일을 준비하고, 네번째 사람은 담요를 준비하고, 다섯번째 사람은 

스포츠 용구를 주비할 수 있다. 이런 환경 하에서, [그림 부-20]에 그려진 

것과는 다른 PERT/CPM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

과업 이른 시작 늦은 시작 지연

아이스 티 만들기 0 0 0

샌드위치 준비 0 3 3

과일 준비 10 13 3

바구니 준비 15 15 0

담요 준비 17 18 1

스포츠 용구 준비 17 17 0

차에 싣기 20 20 0

기름 넣기 24 24 0

피크닉 장소로 가기 30 3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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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마디내 활동 표시대 화살표상 활동 표시 네트워크

[그림 부-20]과 같은 PERT/CPM 네트워크를 마디내 활동 표시

(Activity-in-node) 네트워크라고 하며, 각 상자는 마디를 나타낸다. 다른 

보편적 방법으로는 화살표상 활동 표시(activity-on-arrow) 네트워크가 

있다. 이 두 번째 방법은 [그림 부-21]에 표시되었다. 과업을 상자 안에 

둔 마디내 활동 표시방법과 달리, 화살표 위 활동 표시방법은 이벤트(도

표의 원으로 둘러쌓인 숫자)들을 연결하는 화살표 위에 과업을 표시한다. 

이벤트는 과업의 시작이나 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그림 부-21]에서, 

이벤트 3은 과업 2➔3(‘과일준비’)의 끝과 과업 1➔3(‘아이스 티 만들기’)

의 끝, 그리고 과업 3➔4(‘바구니 준비’)의 시작을 나타낸다.

[그림 부-21] 화살표상 활동 표시 PERT/CPM 네트워크

화살표상 활동 표시방법을 쓸 때 가끔 자원을 소비하지 않는 가상 과업

을 만들 경우가 있다. [그림 부-21]에서 과업 6➔5는 그러한 가상 과업을 

말하며, 이벤트 4에서 5로 가는데 두개의 과업 ‘담요 준비’와 ‘스포츠 용

구 준비’를 거치게 하고 싶기 때문에 만들어진다. 이 과업은 둘 다 4➔5

로 설명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4➔5라고 쓰면 이것이 ‘담요준비’를 나타

내는 지 ‘스포츠 용구 준비’를 나타내는 지 혼동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업 중 하나인 ‘담요 준비’는 임의로 4➔6에 지정되어 4➔5와 구별된다. 

그러나 이렇게 함으로써 가상 과업 6➔5가 생기게 된다.

선택은 이런 방법 중 Tm기에 편한 것을 하면 된다. 프로젝트 관리 문헌

은 두 방법의 상대적 장점에 대해 논하고 있지만, 어느 한쪽에 대한 한 

방법의 이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20년 전쯤에 PERT/CPM 네트워크를 

배울 때는 화살표상 활동 표시방법이 많이 쓰여서 이때 배운 사람들은 

이 방법을 쓰기 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요즘은 마이크로 컴퓨터용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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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리 소프트웨어가 많이 나오면서, 컴퓨터 화면에 나타내기 쉽다는 이

점 때문에 마디내 활동 표시방법 쪽으로 가고 있다.

사. 계획과 통제에 대한 PERT/CPM 네트워크의 유용성

PERT/CPM 네트워크는 프로젝트 스태프가 수행될 과업을 주의 깊게 확

인하고 과업간 관계를 정확히 결정할 수 잇도록 해주기 때문에 프로젝트 

계획에 분명 유용하다. 만약 과업을 확인하고 과업간 관계를 결정하지 않

고 일에 착수한다면 프로젝트의 달성을 요원해 질 것이다.

PERT/CPM 네트워크는 또한 계획에 유용하다. 이는 전체 프로젝트 일정

의 지연과 각 과업의 시간 단축에 대한 향을 결정하는 시나리오를 기

획 입안자가 전개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컴퓨터 일정관리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면 최악의 경우와 최선의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이 상대적으로 쉬워서 일정을 단지 하나의 가설 집단에만 의존

하지 않아도 된다.

일정 네트워크는 통제 도구로는 덜 유용하다. 왜냐하면 네트워크를 계속 

갱신하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일정 네트

워크는 간트차트처럼 일정의 변동을 도표로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이다 .

단지 갱신된 PERT/CPM 차트를 원본과 겹쳐놓는다고 해서 변동을 볼 

수는 없다.

#49. 기술학습 촉진 방안 

기술학습이란 ‘조직의 기술지식이나 생산방법에 변화가 생겨, 그 변화가 

체화된 것’으로 정의한다. 기술학습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식학습과정에 

따른 다양한 활동들을 추진해야 한다. 기술학습과정은 기술지식 및 정보

의 획득과정, 이전과정, 활용과정, 저장과정 등으로 구분된다. 다음은 각 

과정에서 기술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이다.

(1) 기술지식 및 정보의 획득활동 촉진방안

  - 교육훈련/현장방문/시찰/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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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방과 관찰, 탐색적 연구 수행

  - 다양하고 풍부한 매체를 통한 정보입수

  - 비공식적 네트워크/토론 활용

  - 파트너와의 공식적 회의

  - 과거의 경험, 사내 문헌정보 탐색

  - 컨퍼런스 및 기술동향 심포지엄 참가(기술 Expo 등)

  - 다양한 기술원천 활용(자체개발, 위탁연구, 공동연구, 합장, 인수, 

기술구입 등)

(2) 기술지식 및 정보의 이전활동 촉진방안

  - 학습조직 (Learning Organization) 의 문화조성  

  - 팀간의 비공식적 의사소통/토론 장려

  - 정기적인 발간물/보고서/브리핑 발행

  - 연구과제 리더의 회의

  - 팀내 교육/워크샵 수행

  - 사내기술시장 및 Plaza 제도

  - 관심 연구회, 아이디어 Forum, 기술 세미나 등 정보 교류의 장 마련

  - 직무 교류(Job Rotation), 경력 개발 경로 설정

  - 시행착오나 고민, 문제해결 경험, 프로젝트 자료, 기술 및 시장 자

료/정보 Database 공유

(3) 기술지식 및 정보의 활용과정 촉진방안

  - 실험활동/자체연구 수행

  - 탐색적 연구 수행

  - 신제품 개발에의 응용

  - 지식 창출 및 기반 조직 활동에 정기적인 참여

  - 창의력, 문제해결능력, 의사결정력에 대한 교육 제공

  - 다양한 자율학습 (Self-directed Learning) 의 기회제공

(4) 기술지식 및 정보의 저장과정 촉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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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데이터베이스 및 목록화/문서화

  - 기술인력에의 체화

  - 지식경 시스템 구축 및 활용

#50. Communication 지침

상호 원활하고 효과적인 Communication을 위하여 공식적인 지침을 마련

한다. Communication 지침에는 정기적인 회의 일정을 포함하도록 한다. 

이때, 회의내용 수준에 따라 참석자를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한다. 이와 

함께 공식적인 Communication 담당자(Gate Keeper, or Technological 

Gate Keeper)를 지정하여 사업단과 실용화 기업 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협의사안을 효과적으로 처리 할 수 있도록 한다. 

추가적으로 효과적인 Communication 방법을 제시한다.

❋ 효과적인 Communication 15가지 방법

- 이해당사자(Stakeholder)의 입장을 미리 정리한다.

- 아이디어와 대화 목적을 시작 전에 분명히 하고 그것에 대한  

Framework을 가진다.

- 대화하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파악하고 가장 적당한 단어와 전달방

법을 선택한다.

- 핵심 주제를 단순 명료하게 직접적으로 표현한다.

- 나의 의견/주장을 장황한 서술보다는 그림이나 표 등으로 정리한다.

- 단호히 말하되 지나치게 공격적이어서는 안된다.

- 자신을 가지고 긍정적으로 말한다. 부정적인 표현은 피한다.

- 인내심을 가지고 정중하게 말한다.

- 말하는 것 못지않게 듣는 것도 중요하다. 대화의 절반은 듣는 것이다.

- 사람을 지적할 때는 꼭 이름을 호명한다.

- 복잡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중요한 단어, 아이디어, 지시를 특별

히 강조하고 명료하게 언급한다.

- 토의 중에도 중요한 내용들은 메모한다.

- 대화하고 있는 상대방을 쳐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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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머감각을 잃지 않는다.

- 침착해야 한다.

❋ Technical Gate Keeper

- 조직내 보유기술자산과 관련된 정보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의 핵심적

인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주로 참조 연락자, 정보원, 아이디어 판매자, 아

이디어 촉진자, 아이디어 지원자, 5가지의 역할을 한다.

#51. Patent Map 작성 

Patent Map 이란 특허정보를 정리/분석/가공하여 도면/그래프/표 등으로 

표현한 것이다. Patent는 기업의 경 /기술개발 활동의 거울로서 기술개

발의 필요성 탐색, 유통기술의 탐색 및 평가, 기술개발의 방향 평가, 경쟁

사의 기술동향 파악, 강력한 특허권 취득, 그리고 소송에 대한 정확한 대

응 등에 활용 될 수 있다.

이러한 Patent Map 분석을 통해 다양한 특허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 

Patent Map을 통계 분석하여 총소득 및 순수익 변화추이, 등록특허 1건

당 순이익 및 로열티, 해외 특허등록 추이, 기술분류별 특허등록 추이 등

을 확보 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특허의 자산적 가치 평가지표, 기술이

전 활동 평가지표, Target-market(목표시장) 분석지표, 신기술 동향 파악 

지표 등을 파악할 수 있다. 선행기술 분석에도 활용 될 수 있다. 특허문

헌에 기술된 발명의 기술요지를 분석하여 침해 여부 판단 및 회피설계 

근거 마련할 수 있다. 추가로 인용문헌 분석에도 활용 할 수 있다. 특허

문헌에 인용된 선행특허에 대한 정량분석을 통하여 해당 기술 분야의 선

도기업 및 경쟁사 파악를 파악 할 수도 있다.(참조 [부록 그림-22, 23])

[그림 부-22] 최근 3년간 전자화폐 관련 기술분야별 출원 현황(1997~1999)

[그림 부-23] 최근 3년간 전자화폐 관련 특허분석 결과

❋ Patent Map을 활용한 경  전략과 특허전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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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특허전략

1) (사전) 특허분석을 통한 중복투자 방지

2) 기술의 핵심 특징들에 대한 특허 장벽 설치

3) 원천기술을 확보한 선도기업과 전략적 인수/합병 

나. 성공적 재무관리를 위한 특허전략

1) 특허 Licensing을 이용한 Royalty 확보

2) 특허 지분을 통한 수익창출 및 비용절감

3) 특허의 금융증권화를 통한 자금조달 및 투자     

다. 비즈니스 역 개발을 위한 특허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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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BM사) 1 7 3 2
우리회사 17 4 1 3
 합계 18 14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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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식재산에 기반한 인수/합병

2) 경쟁사의 전략적 업무 제휴

3) 합작사업을 통한 공동시장 개척     

라. 경쟁사의 시장독점 예방을 위한 특허전략

1) 공백기술에 대한 요소기술 개발

2) 특허를 통한 시장의 보호장벽 형성

3) 특허분석을 통한 침해여부 판단

#52. 특허를 포함한 지적자산관리 방안

지적자산의 축적 및 활용은 기술발전이 고도화되면서 점차 중요해지고 

있으며, 더불어 기술에 대한 특허분쟁도 나날이 늘어가면서 지적 자산

(Intellectual Property, IP)에 대한 관심과 중요성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적재산권이란 ‘발명, 상표, 의장 (意匠)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 

미술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한다. 지적자산은 점차 기업의 핵심

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다. 특허를 포함한 지적자산 관리방안 중 하나는 

Patent Map을 작성하여 자사 기업의 특허와 관련된 기술 및 특허를 파

악하는 것이다.(#51 참조)

R&D 성과 극대화를 위한 특허전략은 첫째, (사전) 특허분석을 통한 중

복투자 방지하고, 둘째, 기술의 핵심 특징들에 대한 특허 장벽 설치해야 

하며, 셋째, 원천기술을 확보한 선도기업과 전략적 인수/합병을 수행해야 

한다.

최근에는 R&D를 담당했던 핵심기술인력의 손쉬운 이동, 대학 및 각종 

연구 교육 기관을 통한 지식 확산, 기술을 사업으로 연결시켜주는 벤처 

캐피털의 증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상품화 기간 단축, 고객 및 공급자의 

지식 수준 향상, 국경을 넘어 펼쳐지는 로벌 경쟁 등이 보편화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기업내부 뿐만 아니라 기업외부에서도 중요한 혁신사이클

이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 즉 기술혁신을 통해 핵심인력이 개발되고, 이

러한 인력은 외부로 나가 벤처창업을 할 수 있으며, 벤처캐피탈의 도움을 

받아 IPO를 수행한 후 다시 새로운 기술혁신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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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과정에서도 기업들이 내부의 아이디어뿐만 아니라 외부의 아이

디어를 활용할 수 있으며, 외부에서 개발된 기술 또한 신제품개발의 대상

에 포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제품화를 위해 해당 기업을 통한 내적 경

로뿐만 아니라 새로운 기업에서 개발이 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회사외

부의 연구자들이 중요한 고려요인이 되며, 비즈니스모델이 가지는 중요성

이 더욱 커진다. 또한 내부의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외부의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진다. 이러한 변화를 인지하여 다음

과 같은 변화를 기업내부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파악해야 한다.

[표 부-21] 지적자산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분야
기존의 지적자산관리

패러다임

향후 지적자산관리 

패러다임 

인력관리
우리 부서의 머리 좋은 사람들

은 우리를 위해 일한다.

모든 머리 좋은 사람들이 우리

를 위해 일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회사 내부와 외부의 연

구자들과 같이 일해 나가야 한

다.

R&D

R&D에서 수익을 거두려면 우리

가 발견하고, 제품화하고, 우리 

손으로 공급해야 한다.

외부의 R&D도 중요한 가치를 창

출할 수 있다. 내부 R&D는 그 

가치의 일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

신제품개발

우리 스스로 발견하면, 우리가 

최초로 제품을 출시하게 될 것

이다.

우리가 연구를 시작하지 않았어

도 거기서 수익을 거둘 수 있

다.

비즈니스 

모델

혁신의 성과를 최초로 제품화하

는 기업이 성공한다.

더 나은 사업 모델을 만드는 것

이 시장에 먼저 내 놓는 것보다 

중요하다.

아이디어 

창출

업계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가

장 뛰어난 아이디어를 낸다면 

우리는 성공한다.

내부와 외부의 아이디어를 가장 

잘 이용하면 우리는 성공한다.

지적자산 

관리

우리의 지적 자산을 통제해서 

경쟁자들이 우리의 아이디어로 

돈을 못 벌게 해야 한다.

남들이 우리의 지적 자산을 활

용하는 것에서 수익을 얻고, 우

리 자신의 사업 모델을 발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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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핵심역량 분석 

핵심역량은 자칫 추상적인 개념이 될 수 있는데, 기업의 핵심역량을 구체

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 4가지 기준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첫째, 핵심역량은 경쟁사 대비 차별적 우위가 있어야 한다. 핵심역량은 

단순히 특정기업이 잘하는 활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경쟁사에 비해 

우월한 상대적인 능력을 의미한다.

둘째, 핵심역량은 가치창조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고객에 대한 가

치를 높이거나 그 가치가 전달되는 과정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잇어야 

한다.

셋째, 핵심역량은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희소성이 있어야 한다. 

핵심역량은 개별기술뿐만 아니라 다양한 경 자원과 조직능력에 의해 복

합적으로 구성되고 집단적으로 학습될 때 모방하기가 더욱 힘들다.

넷째, 핵심역량은 다른 사업으로의 적용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Honda 의 엔진기술에서의 핵심역량은 모터사이클에서 시작하여 자동차, 

모터보트, 잔디 깎는 기계등 다양한 사업분야의 신규진출을 가능케 하

다. 

세계 우량기업들의 성공 이면에는 각 기업의 독특한 핵심역량이 있다 예

를 들어 소니의 핵심역량은 소형화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신속한 신제품 

개발능력이라고 볼 수 있다. 소니의 워크맨, 디지털 레코더 등은 세계 최

초로 개발도니 소형화 기술의 대표적인 산물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핵심역량을 기반으로 방수 가능한 스포츠 워크맨, 유아용 워크맨, TV 시

청이 가능한 워치맨 등 계속적인 신제품을 출시하여 세계시장을 선도하

다. 소니의 핵심역량은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축적되고 체화된 조직능

력으로서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우위의 원천이다.

[표 부-22] 세계 최고 기업의 핵심역량

기업명 핵심역량

키는데 필요하다면 타인의 지적 

자산을 사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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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논은 광학기술, 정 기계기술 및 첨단전자기술 등 기술적 핵심역량을 

바탕으로 카메라, 의료기기, 복사기, 프린터, 팩시 리 등 계속적으로 새

로운 사업 역을 개척하 다. 캐논은 핵심적인 기술역량을 개발하고 확충

하면서 다양한 관련 사업부문으로 진출하고, 이러한 새로운 사업부문으로

의 진출은 새로운 핵심역량의 개발을 가능케 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었다.

핵심역량은 기술적인 역량뿐만 아니라 월마트와 같이 주요 업무프로세스 

및 경 시스템을 통해 구축할 수 있다. 월마트는 ‘적하차 교차시설’ 시스

템을 통해 재고비용과 운 비용을 최소화하면서 상품의 이동시간을 48시

간 이내로 단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적하차 교차시설과 관련된 지원시스

템에 광범위한 전략적 투자를 하여 경쟁사들이 쉽게 모방할 수 없는 핵

심역량을 구축하 다. 즉 월마트는 각 점포와 거래처, 물류센터 및 본사

를 컴퓨터 통신 및 인공위성 통신시스템으로 연결하여, 소비자가 언하는 

젶무을 적시적소에 공급하고 물류비용을 대폭적으로 감축하 다. 이러한 

핵심역량을 통한 비용절감은 매일매일의 저가전략을 가능케하여 지속적

인 매출 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다.

기업의 핵심역량은 다양한 유형자원, 무형자원 및 조직능력에 기반을 두

고 있다. 

- 유형자원: 기업의 자금능력, 공장설비, 유통망 등과 같은 깅버의 물

소니
- Fast-cycle new Product development

- Miniaturization of products and components

나이키
- Product design and marketing

- Supplier management

월마트
- Integrated logistics

- Supply chain management- 

혼다
- Engines and powertrains

- Dealer management

맥킨지
- Top management consulting

- Recruiting and peopl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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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자산과 금융자산

- 무형자원: 특허/저작권/기업비 과 같은 기술과 노하우, 브랜드, 고

객 데이터베이스, 특수한 관계 등 보이지 않는 기업 특유

의 자원

- 조직능력: 신제품 개발능력, 효율적인 조업능력, 마케팅 능력, 

M&A/전략적 제휴능력 등 조직에 체화된 기업특유의 능

력

일반적으로 기술, 브랜드와 같은 무형자산과 조직능력을 그 가치를 정확

히 평가하기는 어려우나 경쟁사가 쉽게 모방할 수 없는 경쟁우위의 중요

한 원천이 된다. 

#54. 실용화 인력의 육성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실용화 인력의 육성은 크게 4가지 방법

을 통해 확충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기술인력의 경 관련 교육을 통하여 인력을 확보하는 방법, 둘째 경

 혹은 지원 부서 인력에게 간단한 기술개발경험이나 기술학습기회를 

부여(순환근무)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특성을 이해하게 하여 실용화 

능력을 부여하는 방법, 셋째 외부 전문가 입(Outsourcing)를 실용화 팀

내에 입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외부 전문가를 자문 등의 형태로 활용하

는 방법이다.

이때 첫번째와 두번째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사업단 내에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과 지원시스템이 갖춰져야 하는 비용이 소요되며, 셋째와 넷

째의 방법은 비용대비 효과에 있어서 우수할 수 있으나 장기적인 관점에

서 볼때, 역량의 내재화 측면에서 앞선 두 방법에 비해 부족한 점이 있

다. 

따라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실용화 단계에 맞춰, 4가지 방법

을 적절하게 배분하여 실용화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55. 실용화 기업 사업화 지원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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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자기반공학기술은 매우 고도의 기술인만큼 해당 기술을 수여받는 실

용화 기업의 관련기술의 체화정도, 사업화 능력 수준 등이 매우 중요하

다. 따라서 대기업이 아닌 기업이 실용화를 추진할 경우, 단순히 양성자

기반공학기술의 이전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상업적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다.

높은 수준의 상업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실용화 기업에 대한 실용화 

기업 사업화 지원 체제를 구축하여 실용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

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실용화 기업 사업화 지원 제체의 핵심은 [그림 부-24] 와 같이 실용화 

기업에 실용화 할 기술을 이전할 때, 이를 실용화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관련기술, 장비, 시장분석, 전문 인력과 같은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것

이다. 이는 실용화 계약을 맺을 때, 제공하는 기술과 함께 Package 로 묶

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적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한 기술 

Package 에 대한 내부 규정을 확립하고 이를 문서화 하는 것이 필요하

다. 

예를 들어 이전될 실용화 기술의 경우 이를 전수할 전문 인력을 파견하

고, 해당 인력이 파견되는 장소, 기간, 파견 수당 등을 공식화 하는 것이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또 장비와 같은 경우, 이전될 기술이 특수한 장비

의 구매가 필수적일 때는 기술개발에 투입되었던 장비의 이전 문제, 혹은 

대여비/판매비를 명확하게 규정한 뒤 기술과 Package 와 하여 이전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림 부-24] 실용화 기업 사업화 지원체제 개념도

#56. 과제평가기준 

과제의 성과를 평가할 때에는 투입된 자원에 비해 어느정도의 성과를 얻

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인력/지적자산/자금 등의 투입된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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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실용화를 통해 확보한 재무적성과, 지적자산의 배양 등과 같은 성과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일단 투입자산의 경우 크게 4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을 것이다. 인

력, 자금, 지식, 목표 이다. 목표의 측면은 해당 과제를 통해 조직에서 얻

고자 하는 목표이다. 조직의 비전은 해당 목표의 성공을 염두 근간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해당 과제의 목표는 일종의 투입자산의 개념으로 

취급될 수 있다.

이와 같은 투입자산을 통해 산출되는 실용화 성과는 크게 기술적측면과 

상업적 측면에서 측정될 수 있다. 기술적 성과는 크게 기술혁신과 기술학

습 측면에서 확인 할 수 있다. 기술혁신의 경우 과제를 통해 획득한 

3P(Paper, Patent, Product/Process/Program)의 분석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구체적으로 열효율, 수율, 조명도, 집적도 등과 같은 성능지표의 

향상을 통해서도 측정가능하다. 기술학습의 경우에는 인력양성규모, 기술

축적의 분석을 통하여 그 성과 측정이 가능하다. 상업적 성과의 경우에는 

주로 매출액과 수익의 증가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투입 대비 산출 성과뿐 아니라, 그 변환과정에서의 성과도 평

가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과제 수행 중에 투입된 R&D  노력, 관리시스

템, P/L 의  역할 등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사업단
기술이전
대상기업

기술

장비

관련기술

시장분석

인력

사업단
기술이전
대상기업

기술

장비

관련기술

시장분석

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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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실용화 성과지표 선정

전략적인 목표가 추상적인 구호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행동과 성과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이를 측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지표가 있어야 한

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실용화 사업에 있어서 최종적인 성

과를 측정함에 있어서 실용화를 통한 상업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측정하

기 보다는 BSC의 개념을 적용하여 사업단의 조직 내 관점, 실용화 연계 

기업의 조직 내 관점, 실용화의 상업적 성과, 제품을 활용하는 소비자의 

관점 및 상업과 결과를 통한 지적 자산의 축적 관점 등 여러 관점을 반

하여 종합적인 성과지표를 작성하여 실용화 사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좋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실용화 과제에 적합한 성과지표를 작성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에 대한 Vision, Goal, Strategy, 그리고 

CSF(Critical Success Factor)을 먼저 구체화시킴으로서 효과적인 

KPI(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확보 할 수 있다.

실용화 성과 지표를 확보의 첫 단계는 팀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팀원 모두가 팀의 목표를 똑같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흔히 

팀원들이 팀 목표를 똑같이 이해하고 있다고 믿고 시작한 경우에도, 성과

측정지표를 개발하면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따라

서 실용화를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를 정확히 이해하고 구체적으로 수치

화 하는 것이 좋다. 

목표가 확정된 후에는 실용화 팀내 일부 팀원들이 개별측정지표를 개발

해야 한다. 이러한 측정지표는 목표를 달성하기위한 팀의 진척도를 점검

하고, 비상 점검을 야기시킬 수 있는 조건을 규정짓기 위한 것이다. 나아

가 각 팀원들은 자신의 참여분야를 감시하기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

되는 2~3가지의 측정 지표를 다음 회의때 제시한다. 실용화 팀원들이 측

정지표를 개발할 때 단지 기술개발, 혹은 상업적 성과에만 매달리지 않

고, 전체 실용화 목표의 달성에 초점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과정 측정지

표를 포함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다음 회의에서 각 팀원들은 자신들이 제안한 측정지표가 겨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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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무엇이며, 왜 중요한지를 설명해야 한다. 이 과정을 통해 다른 

팀원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용어나 개념을 공통의 언어로 규정짓는 노력

을 하게 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어떠한 질문도 제한해서는 안되고, 이

런바 우문일지라도 개별측정지표의 잠재적 가치를 가장 명쾌한 언어로 

시험할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개별 실용화 측정지

표가 완성되게 된다. 실용화 팀은 실용화 과제 수행 중에 필요할 때마다 

측정지표를 추가하거나 제거함으로써, 성과 측정 시스템의 가치를 유지해

야 한다. 

[그림 부-25] 실용화 성과지표 확보 모형

구체적인 실용화 성과 지표를 구성함에 있어 BSC의 개념을 적용하여 크

게 4가지 과점에서 실용화 성과 지표의 구성이 필요할 것이다. 

① 실용화 상업화 성과 지표: 이미 취한 행동을 측정 가능한 경제적인 

결과로 요약

 예) 실용화 관련 제품의 매출액 성장율

1단계 Vision : 
우리의 Vision은 무엇인가?

2단계 Goal:  
우리는 Vision 을 성취하기 위해 무엇을 달성해야 하는가?

3단계 Strategy: 
우리의 목표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4단계 CSF (Critical Success Factors):  
우리의 전략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들이 중요한가?

5단계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s): 
어떠한 성과지표가 우리의 전략달성에 영향을 미치고 성공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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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고객 관점 성과 지표: 실용화 기술 혹은 해당기술이 반 된 제품에 

대한 잠재 고객의 욕구를 파악하고 이를 실용화 팀 전반에 공유하

고 구체적인 목표로 요약

 예) 실용화 제품에 대한 고객 만족도, 실용화 기업의 기술 이해도

③ 실용화 팀 내부 프로세스 관점 : 잠재 고객과 실용화 참여 기업, 

그리고 실용화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실용화 팀 내에서 수

행되는 활동에 대한 절차를 요약

 예) 실용화 기술개발 혹은 이전 기간, 

④ 학습과 성장 관점: 실용화 팀원의 역량향상, 실용화 지원 시스템의 

보완, 그리고 실용화 결과에 대한 지적자산화와 같은 학습 및 성장

의 내용을 요약

 예) Technology Asset

❋ 성과분석지표가  갖추어야  할 5C    

- Compatible :  사내  타  지표와의  연계 

- Comparable :  평가  기준이  있어야  함.(지표결과  해석  시에 

Benchmarking 이  가능해야  함) 

- Clear :  각  지표의  의미가  명확해야  함 

- Consensus :  지표에  대한  구성원들의  이해. 

- Consistent :  지표관리/ 적용의  일관성    

#58. 성과분석지표 적용상의 고려사항

성과분석지표는 조직이나 과제의 목표와 전략 반 하고 있어야 한다. 이

를 위해서는 성과지표가 조직이나 과제의 목표와 미션을 반 하여 목표

달성정도를 확인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전략기획과 성과지표 개발

이 함께 수행 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지표 도출은 하향식(Top-down)으

로 도출하고, 지표 측정은 상향식(Bottom-up)으로 수행해야 한다. 지표 

도출을 상향식으로 하 을 때는 조직이나 과제의 전략이나 비전을 담아

내기 힘들다. 따라서 조직이나 과제의 전략이나 비전을 숙지하고 있는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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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임원진이나 상위층에서 지표를 선정하고, 상향식으로 평가하는 것이 

적당하다. 이러한 과정에서 BSC 개념의 도입을 통해 과거성과와 미래잠

재력을 함께 반 해야 하면 더욱 효과적이다.

위와 같은 5C를 통해 확보한 성과분석지표를 실제 적용할 때는 크게 3가

지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평가 결과를 개별 구성원에게 Feedback 해야 한다. 

➙ 성과평가 결과가 개별 구성원에게 Feedback되어 학습기회로 활

용해야 한다. 

- 각 개인의 장/단점 파악, 피평가자들의 반응 고려 

➙ 체계적이고 조직의 의사결정 프로세스와 연계된 평가시스템으로 

설계하고 구축되어야 한다.  

- 직급별/계층별/조직별 역할과 사명에 따른 업적평가로부터 

확인된 자료나 문제점들이 향후 R&D 전략수립이나 자원배

분, 생산성 제고로 Feedback되도록 평가 시스템 구축/재정

비  

➙ 전략점검회의(중역) 등을 통한 이중고리 학습 프로세스로 설계되

어야 한다. 

- 전략적 성과지표 달성도 정기적 확인, 전략과 지표를 정기

적 보완 

2. 평가 결과에 따라 평가등급을 너무 세분하지 말아야 한다.

➙ 새로운 평가제도는 최소한 1년의 적응기간을 두는 것이 좋다. 

3. 그룹평가와 개인평가를 동시에 활용해야 한다.  

➙ 그룹평가 결과를 통해 등급별 Quota 배정 

➙ 그룹별로 배정된 Quota 내에서 개인별 평가 

#59. 사업화성과 문서화 원칙 

사업화성과를 객관적으로 관리하고 향후에 지적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해

서는 사업화성과의 문서화가 필수적이다. 사업화성과를 문서화하기 위해

서는 가장 먼저 사업화에 관한 내용을 Code 화 하며 Database 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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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는 분류체계를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 예를 [표 부-22]

와 같이 제시한다.

[표 부-23] 사업화성과 문서 예

이때 Code 의 체계를 구축할 때, 성과별 분류, 기술의 분류, 과제의 분류

가 쉽도록 Code 의 체계를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업화성과

를 분류하는 기준을 만들때 일정한 기준을 제시하며, 기록하는 개인에 따

라 사업화성과가 좌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때 사업화성과의 기

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기준으로는 매출액 증가, 순이익 증가, 고객 

만족도 증가, 시장 점유율 증가, 원가 절감 등을 고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사업화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추적평가를 실시하는 것이 

좋다. 추적평가항목이 사업화성과 문서 항목이 될 수 있으며, 추적평가를 

통하여 지적자산의 축적을 질적측면을 보강 할 수 있다.

그리고 사업화 성과의 배분 원칙에 있어서 해당 실용화과제의 사업화성

과에 있어서 기여도에 따라 공정하게 성과 산출이 이뤄져야 한다. 이때

- 사업화 성과 X 기여율 = 기여도

와 같은 형태의 공식을 활용하면 적당하며 기여도 결정은 중역회의나 위

원회에서 수행하는 것이 합당하다.

마지막으로 위에 제시한 Table을 바탕으로 한 Database 구축과 더불어 

ERP와 같은 전체적인 자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통합관리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사업화성과의 문서화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조직원들의 적극적인 참

여 이다. 따라서 이를 촉진할 시스템의 구축도 매우 절실하며, 가장 효과

적인 대안은 문서화가 되지 않은 성과는 인정하지 않는 것이며, 문서화를 

간편하게 할 수 있는 지원체계가 필요하다.

Code 사업화성과 내용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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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사업계획서 표준 양식

 [#29]에서 제시한 작성 요령과 [#30]에서 소개한 사업계획서 자료 원천

을 토대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실용화 사업계획서 표준 양

식을 마련한다. 

일단 본 절에서는 그 예로 “중소기업진흥공단” 의 사업계획서 양식을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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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계 획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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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업 체 명 (주)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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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공단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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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일 반 현 황

 1. 기업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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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체명 주식회사벤처기업 대표자 김벤처

소

재

지

본   사   (자가)  TEL

주사무소                상동        (자가,임차)
 TEL

 FAX

사 업 장                상동        (자가,임차)  TEL

 업종(표준산업분류기호) 설립년월 1999년 0월 00일

종업원수 사무직   3 명, 기술직    명, 기능직    명, 기타    명,  계       명

생산제품

별 용도 

및 특성

제   품   명 용     도 특     성

광촉매제 환경오염물질 분해제거제 반영구적,식품첨가물로 사용

바이오항균제 세균, 곰팡이 항균소재 인체무독성,열안정성,지속성

세라믹도료 환경친화적 세라믹코팅믹제 멸균작용, 유기휘발물질제거

사 업 자

등록번호
  000-00-000000 법 인 번 호 000000-000000

협 회 및

단체가입

정부기관 및 

금융기관우대
벤처기업확인

인허가등록  FDA안전성 승인                            

 요약재무 

 현    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T-2 T-1 T(신청년도) T+1 T+2

총 자 산   300  700     4,700  6,791  10,515

자 본 금  100  300
     

2,500
 5,700  2,500

자기자본   50  300      600  2,500 9,300

매 출 액   -  1,000
     

6,000
12,000  20,000

경상이익  -50   60 
     

1,150 
 2,500 4,100

당기순이익  -50   50
     

1,150
 2,200 3,600

    * 본사 및 사업장 약도 별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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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업연혁

   

  연월일             내                          용

1999. .

1999. .

2000. .

2000. .

2000. .

2000. .

2001. .

2001. .

2001. . 

회사설립(개인)

00000제품 특허등록

법인전환

00000제품 특허출원

자본금 증자(1억원)

000기업과 전략적 제휴 체결(제품 개발 및 생산.판매)

공장설립

벤처기업인증(기술평가우수기업)

산학연 컨소시엄 참여(00대학교, 000000기술개발)

중소기업기술혁신과제 채택(00000기술개발)

바이오항균 세라믹스 미국 FDA 승인획득

부설기술연구소 설립 

일본 00사와 0000제품 수출계약 체결

    *자본금 증감, 상호변경, 대표자변경, 업종변경 및 추가, 경 권양도‧양

수, 주요시설

     신축 및 개축, 기타 경 내용 변경등을 연대순으로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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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 진 및 주주현황

 가. 주요 경 진 현황

   

직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대표자와의

관      계

최종학교

(전공분야)
  주  요  경  력

대 표

이사
 김벤처 본인

00대학교

재료공학과

000사 기술연구소 팀장

000사 기술연구소 소장 

이사  이기술 타인
00대학교

미생물학과
00사 기술연구소 팀장

이사  박경영 타인
00대학교

경영학과
000사 기획관리팀장

이사  최영업 타인
00대학교

무역학과
000사 영업팀장

 

   * 주요경력에는 근무기간, 근무처, 담당업무등 기재

나. 자본금 증자내역 및 주주상황(신청일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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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명
대표자(회사)

와의관계

회사설립(   년  월) 1차증자(   년   월) 2차증자(   년   월) 3차증자(   년   월)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주식수 지분율

김벤처 본인

이기술 이사

 박경영 이사

이엔젤 타인

합  계

주당발행가격

* 1주당 액면가액 :           원 

4.관계회사 현황(금융기관을 제외한 출자회사 포함)

                                                              (단위:백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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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        호 1) 2) 3)

   소   재   지 

   설  립 일 자 

   대   표   자

   업 종(주제품)

  상시 종업원수

   매   출  액

   당기순이익

   관 계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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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업현황

 가. 업실적

                                                         (단위 : 백만

원)

    

구   분
T - 1 T(신청일 현재까지)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제
품
별
판
매
실
적

A제품   50톤 500 150 1,500

B제품 5000개 300 20,000 1,200

C제품  5,000개 200 30,000 1,200

합    계 3,900

국

가

별

수

출

한국 600 2,000

일본 300 1,000

영국 100 900

합   계 1,000 3,900

규격인증획득내용

 거 래 조 건 현금 :      80  %,    외상 :         20 %(     30일)

 생 산 형 태 계획생산 :           20%,    주문생산 :          80%

L/C보유 실적   2001  . 9 .  . 현재  U$ 1,500  천

최근가격동향 안정

기타특이사항

 나. 원재료조달 현황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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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T - 1 T(신청일 현재까지)

 수  량 금   액 수   량 금   액

조

달

원

료

A 200 600
B 150 400
C 100 400

합    계 450 1,400
 거 래 조 건  현금    30 %,   외상   70 %
 최근가격동향 안정
 기타특이사항

다. 거래추진현황

(현재 계약(협의)중이거나 시제품시험 등 구체적으로 업이 진행되고 있는 

업체)

 

업  체  명 제  품  명 거 래 동 향 거 래 금 액
계약체결 또는 

공급 예상일정
비고

    

라.주요거래처 현황(실적 및 계획포함)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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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상    호
거래처담당자

(직위, 성명)
전 화 번 호 연간추정거래액

 제

 품

 판

 매

 원

 료

 구

 입

 외

 주

 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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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사업내용(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작성)

  1. 사업개요 및 계획

     가. 사업개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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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업    개     요
◎ 바이오 세라믹 관련제품 개발.생산.판매업체

  * 환경호르몬, 악취, 유기오염, 세균오염 등 환경오염 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광촉매제, 바이오 항균제, 세라믹도료, 바이오필터 관련 세계적인 기술보유.

  * 관련 기술에 대한 5건의 특허권 등록 및 10여건의 특허권 출원중이며, 

  * 국내 대기업 및 일본, 영국 등의 관련회사들과 제품개발, 생산, 판매 관련

    전략적 제휴계약 체결 

  * 국내에서는 아직 도입기에 있으며, 세계적인 환경관련 관심증가로 시장규모

    급속히 확대중. 
창     업     동     기

◎ 대표자의 관련제품 산업에 종사한 다년간의 축적된 기술 및 개발제품을 사업화

   하여 바이오세라믹스 산업의 세계적인 선도기업으로 육성.발전

  - 세계적으로 성장기 초기에 있는 관련산업의 세계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자리매김. 

  - 세계최고 수준인 보유기술의 사업화로 환경문제 해결에 기여.

◎ 세계적인 환경관련 규제의 강화에 따른 국내시장의 보호 및 국제경쟁력 확보

   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기  본  경  영  전  략

◎ 환경관련 선도기업 이미지 부각

 * 지속적인 연구개발 투자로 신제품 개발 및 품질개선

 * 바이오 관련 제품의 대중화를 위한 원가절감, 품종개발, 홍보확대

◎ 국제경쟁력 확보로 세계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영업전략 시행 

◎ 국내대기업 및 선진국의 관련산업 선도기업과 전략적 제휴로 기술획득 및 

   시장확보

    

    나. 관련법규(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법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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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DA 승인 

 * 바이오 항균제 승인 획득

◎관계기관 품목제조 승인

   다. 제품내용

     1) 용도, 성능등 제품 특성에 관한 설명

      

 제품명             용          도     특           성

광촉매제

*대기정화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저감, 

 -다이옥신 등 환경호르몬 물질 제거

*페수처리

 -페놀 등 폐수 및 침전수 정화  

*공기정화

 -공기청정기, 에어컨 등의 공기정화 필터

*항균제품

 -위생도기, 의료기구 등

 -도료, 섬유, 가전제품, 가정용품 등  

*자연의 태양광을 이용으로

 별도의 에너지원 필요없음

*촉매작용에 의해 반영구적

 으로 사용가능

*인체에 대한 안전성 우수 

*내열 내화학성 우수 

바이오

항균제

*의료

 -의료기구, 인공장기

*섬유

 -침구, 의류, 커튼 등

*생활용품

 - 주방용품, 가전제품 등

*건축자재

 -도료, 타일, 변기 등

*인체에 대한 안전성 인증

*내열성(1,200도)

*색상변화 없음

*반영구적 지속적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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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품공정도(생산공정을 도해하고 각 공정의 주요과정을 설명)

      -별첨 참고

  라. 제품개발 및 생산.판매 추진일정

    

일  자 진    행    계    획 비     고

2000.02

2000.03

2000.05

2001.02

시제품생산

테스트마케팅 및 품질개선

생산설비 구축

제품생산. 판매

마. 투자회수기간까지의 총 소요자금 및 조달계획(목표년도 :     2년)

                                                          ( 단위 : 백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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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 요 자 금 기투자액 향후소요액 계 비   고

시

설

자

금

대  지       1,000    1,000   2000평규모

건  물       1,000    1,000 
  

1,000평조립식

기계시설        300        700     1,000

기  타        100         200       300

소  계         400         2,900            3,300

운 영 자 금             200 500 700 초기3개월

합       계 600 3,400 4,000

조 달 계 획 기조달액 향후조달액 계 비   고

자
기
자
본

 개인증자     300 200        500 일부구주처분

 기관투자               2,500 2,500

소   계 3,000

타
인
자
본

금융기관 300 700 1,000

소  계 600 3,400 4,000

합    계 600 3,400 4,000

    바. 공장 및 설비조달 세부명세서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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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비 명 수 량 단 가 금 액 구    입    처
비   고

(국산,외산)

보

유

설

비

00기계  2 100  200  00사 국산

000기계 1 100 100 00사 외산

   기타  200

  계 500

계

획

설

비

토지
2,000

평
50만원 1,000  000공단

건물
1,000

평
100만원 1,000 00건설

  00기계 5대 5천만원 250 00사

  00기계  5대 6천만원 300 00사

  00기계  5대 1억원 500

기타 150

계 3,200

2. 시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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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품의 시장동향(국내외 시장규모 및 동향, 주요 목표시장등)

     1) 국내

      

◎시장현황

 * 항균프라스틱, 항균섬유, 항균도료 등 일부제품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으나 아직

   도입기에서 성장기로 넘어가는 과정에 있음.

  - LG화학, 한화 등에서 원재료 및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일부중소기업에서

    응용제품 생산 판매중임.  

  - 환경에 대한 관심 증가로 시장이 급속하게 증가하는 추세임.

◎시장규모

  *현재 명확한 시장규모는 파악되고 있지 않으나 년간 3000억원 이상의 시장

   이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수년 동안 년간 50%이상의 시장확대가 예상됨.

 

◎목표시장

  *선진국의 대기업과 전략적 제휴로 OEM제품 생산 판매

  *응용제품의 일반소비자 대상 제품 판매   

     2) 국외

      

◎ 시장현황

 *일본의 경우 산업재 중심으로 응용제품이, 미국, 유럽의 경우 환경산업, 일반

  소비자를 중심으로 시장이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특히 일본의 경우 제품에 대한 규격화가 추진되고 있음.

◎ 시장규모

 *일본의 경우 향후 2005년까지 년간 15조 규모의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으며, 선진제국을 합칠 경우 30조 이상의 시장규모가 확대가 예상됨.

◎ 목표시장

 *영국, 독일 선도회사와 적략적 제휴로 제품 개발.생산 공급

 *바이어를 통하여 일부 응용 제품의 수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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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요전망

     

     1) 수요특성 및 유통구조

      

◎ 수요특성

 * 계획제품은 당사의 원천기술에 의한 다양한 바이오 세라믹스 제품으로서

   대기업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음.

 * 현재 산업라이프사이클산 도입기~성장기 제품으로 선호도가 낮으나,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증가, 대기업의 적극적인 시장개척 등으로 시장규모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음.

 * 현재는 산업용 중심으로 시장이형성되고 있으나, 제품의 용도개발로 일반

   소비자에게도 널리 확산되는 추세임.

◎ 유통구조

 * 원자재생산기업    응용제품제조기업      바이어     소비자

                     환경산업관련기업(소비자)  

     2) 마케팅전략(목표시장, 가격, 유통채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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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표시장

 *신물질원재료: 국내외 응용제품생산업체 및 환경산업 관련업체

 *원재료 및 응용제품: 해외바이어

 *응용제품: 일반소비자

◎마케팅전략

 * 국내는 대리점 모집, 해외는 제휴처 중심  

 * 관련업계와 공동기술개발 및 판매제휴

 * 해외 선진업계와 전략적 제휴로 해외시장 진출

  -영국, 독일, 일본 현지 에이전트 계약

 * 해외유명 품질인증 

 * 신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전략(광고 및 언론매체 기사활용)  

 * 홈페이지 개선,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 국내외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으로 신물질 시장규모 확대   

  다. 동업계 현황(수입대체 또는 수출품의 경우 외국업체 포함, 복수의 제

품인 경우에는 제품별로 작성)

                                                        (단위 : 백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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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   분     자   사 
                경     쟁     사

  A사   B사   C사

 제품명  BIOCERA T  

매 출 실 적 215   20,000   15,000  10,000

시장

점유율

국내  5%      7%     10%     14%

세계 0.1%   0.1%    0.1%    0.1%

제품주요spec

가  격(kg당)      10만원    15만원    16만원    14만원

품질 및 성능        상 중상     상     중

목 표 시 장 한국,일본,유럽 미국,유럽 일본,유럽 미국,유럽

기       타

  라. 당사 매출목표

   

구   분 T T+1 T+2

시장

규모

국내    500억원     700억원     1,500억원

세계     3조원      5조원    10조원

당사‘

목표

매출

국내     20억원      40억원   80억원

세계     40억원      80억원   120억웜

시장

점유율

국내      6.6% 

세계       -           -        -

   * 시장규모 및 목표매출에 대한 근거와 객관적 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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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 술 성

 가. 공업소유권 및 규격표시 보유현황(출원중인 것도 포함)

   

 종   류  명 칭 (대상품목) 허가일자 및 번호  승 인 기 관 비  고

특허등록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

상표권

섬유의 금속류 함침기술

광반도성 복합세라믹스

제조방법

항균기능을 갖는 안경테

나. 기술인력(사내‧외 주요기술 협력자)

   

 성  명  최종학력(전공)  직 위 연령   자격. 면허  비고(담당업무경력,연수 등)

김벤처

이기술

최고수

김교수

박교수

00대학(재료공학)

00대학(미생물학)

00대학(금속공학)

00대학(재료공학)

00대학(미생물학)

대표이사

기술이사

연구소장

기술고문

기술고문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석사

공학박사

공학박사

다. 기술개발실적                      

   

 기술개발사업

 명        칭
개 발 기 간 개 발 자

투입자금(백만원) 기술개발사업  

진 행 상 황자기자본 차입금 계

광 반도 성복합 세

라믹스제조방법

1997~1999.1

0
김벤처     300     300 제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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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술제휴 현황

   

  기 술 명   제 휴 기 업  계 약 기 간  생 산 제 품  대가 및 지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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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적용기술 내용 및 특성

  1) 기술동향(국.내외동향 및 관련최고기술 보유회사, 국가등)

    

◎국내외 기술동향

 *국내는 본사가 독보적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00화학에서 일부 기술 보유.

 *독일00사 ,일본00사, 영국00사에서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당사 개발 특허제품이

  제조원가, 생산성면에서 우위에 있음.

 *특히 당사에서 합성제조기술, 응용기술, 평가기술 등 핵심기술의 특허보유로

  경쟁우위에 있음.  

  2) 기술내용 및 수준(요소기술, 핵심기술, 관련기술등 국내.외비교)

    

◎요소기술: 

 *암소에서도 광촉매 활성 발현기술

 *악취제거, 항균, 친수, 원적외선방사, 자외선차단, 내열성등 복합발현 기술

 *나노사이즈 복합피복물에 대한 접착성 및 기능의 지속성 유지 기술

◎요소기술: 전세계 독보적인 기술보유(특허 등록 및 출원)

 *광반도성 복합세라믹스 합성기술

 *섬유류의 금속염 합성기술 등 

  3) 기술 및 제품 특성(품질, 가격등 경쟁제품 및 경쟁기업과 비교)

    

 ◎ 당사의 제품은 독자 개발한 특허제품으로 뚜렷한 경쟁상대가 없음.

  * 선진국에 일부 유사제품이 있으나 제조방법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당사제품의

    품질이 기능성 면에서 월등히 우수하며, 제조원가도 약30% 낮은 수준임.

  * 다수의 국내외 유명기업에서 당사의 개발기술을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적 제휴를

    요청 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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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기술개발, 사업화등 진행상황

    

◎ 광촉매제, 바이오 항균제를 이용한 다양한 응용제품을 개발완료하여 출시중에 

   있으며, 다양한 응용제품을 사업화 추진중에 있음.

 * 사업화 제품: 광촉매제 원료, 바이오항균제 원료, 바이오 필터, 바이오플라스틱,

                  바이오세라 워터 시스템, 광촉매 조명기구 등

 * 사업화추진중인 제품: 바이오 섬유, 바이오 건자재, 세라믹도료 등

   -2002년 사업화 계획 

 * 개발진행중인 제품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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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 무 상 태

  1. 향후 6개월간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신청일현재
01년 

10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년 

월

소

요

자

금

어 음 결 제 100 200
원재료구입 500 500
기계구입 500

합    계 600 1,200

조

달

계

획

차 입 금 200 1,000
매출채권 300 300
유상증자 200
투자유치 1,000

합   계 700 1,300
전 월 이 월 100 200
차 기 이 월 200 300
과   부   족 300 300

  2. 차입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차  입  처 차입일 차입금액 상환잔액 이자율 상환조건 담보제공등

00은행 500    400 6.5% 5년분할 담보,신용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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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추정재무제표

 가. 제품별 판매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T 년 T + 1 년 T + 2 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

 

존

A제품  300톤 3,000 600톤 6,000 900톤 8,000

B제품 50,000개 1,500 100,000개 3,000 150,000 4,500

기  타 500 1,000 500

소 계  5,000 10,000 14,000

신

 

규

D제품   100톤   700
     

200톤
1,400 600톤 4,200

E제품 10,000개   200 20,000개 400 40,000개 800

기  타   100 200 1,000

 소 계 1,000 2,000 6,000

 합   계 6,000 12,000 20,000

 나. 인력 충원계획                                                     

                                                                       

       (단위:명) 

  구  분
T 년 T + 1 년 T + 2 년

신규 누계 신규 누계 신규 누계

사무.관리직  2 5 2 7 1 8

기  술  직  2 8 2 10 2 12

기  능  직  3 5 3 8 2 10

기      타  3  5 3  8  3  11

합      계 14 23 9  33 8 41

1인당 연평균

인건비(백만원)
    20      2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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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1인당 매출 계획                                                  

                                                                       

    (단위:원,개,대)           

구    분 T 년 T + 1 년 T + 2 년

매출금액기준  260 360 487

매출물량기준

  라. 추정재무제표

  1) 추정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T 년 T + 1 년 T + 2 년

 매    출    액 6,000 12,000 20,000

 매  출  원  가 3,900 7,800 13,000

 매 출 총 이 익 2,100 4,300 7,000

판매비및일반관리비  900 1,800 3,000

 영  업  이  익 1,200 2,500 4,000

 영 업 외 수 익   10 20 120

 영 업 외 비 용   60 20 20

 경  상  이  익  1,150 2,500 4,100

 특  별  손  익

 세 전 순 이 익 1,150 2,500 4,100

 법  인   세  등 150 300 500

 당 기 순 이 익 1,000 2,200 3,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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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주요제품별 단위당 원재료비  

                                                        (단위 :  원)

    

제   품   명 단위당 원재료비 비 고 (연간인상율 등)

A제품 3,000,000 안정

B제품   10,000  안정

          C제품          2,000,000            안정

D제품   6,000  안정

 

 3) 추정 대차대조표   

 (단위: 백만원)

  구  분
T 년 T + 1 년 T + 2 년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기

 

존

A제품  300톤 3,000 600톤 6,000 900톤 8,000

B제품 50,000개 1,500 100,000개 3,000 150,000 4,500

기  타 500 1,000 500

소 계  5,000 10,000 14,000

신

 

규

D제품   100톤   700
     

200톤
1,400 600톤 4,200

E제품 10,000개   200 20,000개 400 40,000개 800

기  타   100 200 1,000

 소 계 1,000 2,000 6,000

 합   계 6,000 12,000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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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향후 자본금 조달계획

                                  (단위 :  백만원, %)

구   분
현   재 국민벤처펀드 1차증자(년 월) 2차증자(년월) 3차증자(년월) 코스닥등록

자본금
지분

율
자본금 지분율 자본금

지분

율
자본금 지분율 자본금

지분

율
자본금 지분율

대 주 주 400 80 400 66.6 800 66.6 800 61.5 1,537 61.5 1,537  47.3

회사관계자 100 20 100 16.6 200 16.7 200 15.4  385 15.4  11.9

기관투자 100
 

16.7
200

 

16.7
300

 

23.1
 578

 

23.1
 17.8

해외투자

일반투자가 1,000  30.0

자본금합계 500 600 1,200 1,300 2,500 3,250

자본잉여금 900 300 1,200 0 9,750 

주당발행가격 5000원 25,000원 0 50,000 0 70,000

  

        

5)투자요구조건

투 자 종 류 신주발행(3자배정)

투 자 금 액 500백만원

투 자 기 간 5년

인 수 가 액 주당25,000원

인수주식수 20,000

금      리                                       (전환사채인수인 경우)

기 타 조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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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서 류  목 록

1. 정 관

2. 법인등기부등본

3. 사업자등록증 사본

4. 주주명부

5. 이력서(대표이사, 과점주주인 이사, 기술진, 경 실권자)

6. 사업장 부동산 등기부등본(임차시 임대차계약서 사본)

7. 대표이사 거주주택 등기부등본

8. 금융기관 금융거래확인서

9. 동사 최근 3개년 결산서(최근년도 부속명세서 포함) 및 감사보고서

10. 최근년도 분기별 부가가치세신고서 사본(또는 매출액 공급가액 증명원)

11. 최근 3개월 소득세징수액집계표(세무서확인본)

12. 협회 및 단체가입 관련 회원증 사본

13. 제품에 대한 각종 공업소유권 및 인증서 사본

14. 기술제휴시 계약서 사본

15. 제품안내팜플렛

16. 조직도 및 담당업무

17. 제출일 현재 미결제 지급어음명세서                              (단

위 : 백만원)

   

  발행일    발행처    발행금액    지급기일       비      고

18. 리스거래현황                                                   (단

위 : 백만원) 

   

 거래기관  리스종류  계약일자   금  액   기   한    시설명   상환조건

19. 기타 심사에 필요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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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불순물이 첨가된 반도체성세라믹스의 

밴드갭 변화에 관한 이론적연구

연구책임자  :  조준형

  연구기간:  2004. 7.  2 ~ 2005.  7.  1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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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가. 연구개발의 목적

본 과제는 각종 불순물이 주는 반도체 세라믹스 밴드갭 변화에 대한 이론적 

연구로서, 밴드갭 변화를 이론적으로 예측하여 실험적 연구의 시행착오를 

줄임으로써 이온주입에 의한 광촉매재료 개발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나. 연구개발의 필요성

TiO2는 광반응성이 좋고 내구성이 좋으며 화학적으로 비활성이기 때문에 

광촉매재료로 매우 적합하다. 이러한 광촉매재료는 폐수정화, 공기정화, 병

원균 샬균, 물에의한 자정성(self-cleaning), 물 분해 등의 여러 기능들로 활

용된다. 하지만 TiO2는 밴드갭이 다소 커서 자외선 역의 빛에서 촉매반응

을 일으킨다. 따라서 불순물을 통해 밴드갭을 줄임으로서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고 효율 광촉매 재료개발이 필요하다.

각종 불순물이 주는 반도체 세라믹스 밴드갭 변화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적 

연구는 국내 연구자들에게 이온주입에 의한 광촉매재료와 가시광선 대역의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고효율 광촉매 재료 개발 연구의 지침이 될 것이다.

2. 연구개발의 배경

TiO2에 첨가하는 불순물로서 N, C, S, F 등은 광 촉매재인 TiO2에 첨가되

어 가시광선에서도 촉매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으로 인해 현재 많은 

연구가 진행 중이다. 최근에 Asahi 와 그의 동료들은 N이 첨가된 TiO2가 

첨가되지 않은 TiO2보다 가시광선의 흡수율과 광촉매 효율이 상당히 증가

하 다고 보고했다. 그들의 DOS (density of states) 분석에 의하면 N의 첨

가에 의해 N 2p state들과 O 2p state들간에 섞임이 일어나 밴드갭을 줄인

다고 결론 내렸다. 그러나 Irie 와 그의 동료들은 N이 첨가된 TiO2에서 

2-propanol 가스를 분해시키는 촉매현상이 가시광선을 비쳐주었을 때보다 

자외선을 비쳐주었을 때 훨씬 증가한다고 했다. 그들은 가시광선에서의 반

응은 밴드갭이 줄어든 것이라기 보다는 단지 첨가된 N의 고립된 2p state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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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흡수현상 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또한 Lindgen 과 그의 동료들도 

광전기화학적 측정을 통해 N이 첨가되었을 경우 밴드갭의 변화는 없고 N 

2p state들이 valence-band maximum 위에 생성됨을 확인하 다. 따라서 

Asahi 와 그의 동료들이 주장한 N의 첨가에 의해 밴드갭이 줄어드는 결과

는 최근 몇몇 실험들과는 일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3. 연구개발 내용

가.  계산 방법

총에너지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고체를 구성하는 이온과 전자들간의 상호작

용을 정확히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의 이론적 근거

는 도 범함수 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슈도퍼텐셜, 그리고 역

격자 공간에서의 총에너지 전개방법이다. 

총에너지계산에서 도 범함수 이론은 큰 역할을 한다. 이것은 상호 작용하

는 전자계의 기저 상태 에너지가 전자 도에 의해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것

이다. Kohn과 Sham은 운동에너지항을 상호작용하지 않는 계의 운동에너지

항  로 근사하고, 둘의 차이를  에 포함시켜, 다음과 같은 단일 

전자 방정식을 유도하 다. 이것을 Kohn-Sham 방정식이라 부른다. 

                               (1)

그리고 도는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2)

위 식(1) 에서  는 유효퍼텐셜을 

나타낸다. 그리고, 하트리 퍼텐셜( )와 교환-상관퍼텐셜( )는 다음과 

같다.



- 446 -

        

위의 식(1), (2)에서 과 는 서로 의존하기 때문에 자체 

충족적으로 풀어야 한다. 그래서, 우선 을 추정하여 식(1)를 풀고, 

새로운 을 계산한다. 이 과정을 반복하여, 입력과 출력밀도의 

차이가 일정한 기준안에 들어오면 계산을 멈춘다. 

한편, 총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쓰여진다. 

        

          

그리고, 위 식을 KS방정식의 고유값( )과 전자밀도로 나타낼 수 있다. 즉, 

식 (1)에 을 곱하고 적분을 한 후, 에 대하여 합을 취하면 위식은 

다음의 식으로 바뀐다. 

  

그러나, 교환-상관에너지 범함수 Exc[�]의 정확한 형태를 알지 못하기 때

문에, 그 형태를 적당히 근사를 하여야 한다. Kohn과 Sham은 국소 도근사

법(LDA)을 제안하 다. 국소 도근사는 간단하면서도 널리 사용되는 근사

로서, 어떤 한 점에서 전자 하나가 가지는 교환-상관 에너지를 그 점에서 

같은 도를 가지는 균일한 전자 기체에서 하나의 전자가 가지는 교환-상

관 에너지와 같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즉, 교환-상관 에너지가 국소적인 

성격을 가진다고 가정한다. 이러한 단순한 가정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L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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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상당히 성공적으로 원자, 분자, 고체의 성질을 계산하 다. 

원자는 속전자와 가전자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원자들이 결합을 하여 고

체를 이룰때, 속전자는 원자핵근처에 강하게 구속되어 있어, 가전자만이 실

제 고체결합에 관계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고체를 원자핵과 속

전자가 주기적으로 배열되고 있고, 그 주위로 구속되어 있지 않은 가전자들

이 움직이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와 같은 모형에서 가전자와 원자핵과 속전

자를 합한 이온과의 상호 작용을 슈도페텐셜 방법을 이용해 근사할 수 있

다.

슈도퍼텐셜은 가전자의 성질을 효과적으로 기술하면서, 강한 전자-이온 퍼

텐셜을 부드럽게 바꾼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슈뢰딩거방정식을 적은 수의 

평면파로 전개하여 풀 수 있게 된다.

DFT를 바탕으로 한 슈도퍼텐셜은 구면 가리기 근사를 사용하여, 다음의 반

경 KS 방정식을 자체 총족적으로 풀어서 구한다. 

 

여기서 은 자체 충족적으로 구한 전자 하나가 느끼는 퍼텐셜로 

다음과 같다.

 

여기서, 은 채워진 파동함수 의 전자 밀도 합이며, 은 

하트리 퍼텐셜을, 는 교환-상관 퍼텐셜을 나타낸다. 대부분 

슈도퍼텐셜은 다음의 4가지 조건을 만족하도록 만들어진다. 첫째는, 

슈도퍼텐셜로 부터 구한 슈도파동함수는 마디를 가지지 않는다. 두번째로는 

규격화된 슈도파동함수(PP)는 우리가 정한 어떤 바깥에서는 모든 전자를 

고려한 파동함수(AE)와 일치한다. 

세번째로, 안에 있는 두 파동함수의 전하량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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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끝으로 실제와 슈도원자의 고유값이 일치한다. 

만약 슈도퍼텐셜이 위의 4가지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이것을 “크기를 보존

하는 슈도퍼텐셜” 이라고 부른다.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면서 슈도퍼텐셜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Troullier 와 

Martins의 방법이다. 

나. 결과

TiO2에 불순물 N과 C을 첨가하여 밴드갭의 변화를 제일원리적 도범함수

이론을 통해 연구하 다. 계산 방법으로는 norm-conserving 

pseudopotentials 과 local-density approximation (LDA)를 사용하 으며 전

자들의 파동함수들을 60Ry cutoff 에너지를 갖는 평면파 basis들로 확장하

고 k공간 적분을 하기 위해 4개의 unit cell의 first Brillouin 역에 4개

의 k point를 사용하 다. 또한 N과 C가 첨가된 구조의 모든 원자들은 계산

된 Hellmann-Feynman forces가 1mRy/bohr보다 작도록 최적화 하 다.

그림1 은 anatase TiO2의 구조를 나타내고 있으며 4개의 기본cell중 하나의

cell안에 C, N을 x표시된 O원자와 대체시켜 줌으로써 불순물을 첨가하 다.

따라서 불순물이 첨가된 농도는 3.125 at.%가 된다.  

불순물이 첨가된 TiO2 구조를 계산하기 앞서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TiO2 

구조의 격자 상수를 변화시켜가며 최적화된 구조를 계산하 고 그 결과는 

표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존의 실험값과 잘 일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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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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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불순물이 없는 깨끗한 TiO2의 밴드갭을 알아보기 위해 Brillouin

역 안의 high symmetry point들을 따라 밴드구조를 계산해보았다. 그 결과

는 그림2와 같다. 계산된 밴드갭은 Γ에서 2.39eV 고 이값은 실험값인 

3.2eV 보다 다소 작게 나왔다. 그 이유는 LDA계산이 밴드갭을 20~30% 작

게 기술하는 잘 알려진 단점 때문이다.

 

     그림2.

Fig.2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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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state들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전하 도를 계산해본 결과

 valence-band쪽의 state들은 O의 2p 오비탈이 주도적으로 나타냈으며 

conduction-band쪽의 state들은 Ti의 3d 오비탈이 주도적임을 알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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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3. a와 b 는 각각 valence-band maximum과 conduction-band 

minimum state들의 전하 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3.

다음으로는 불순물 N과 C이 첨가되었을 경우의 밴드구조를 계산해보았다.

그림4의 a는 N이 첨가되었을 경우 밴드구조를 b는 C이 첨가되었을 경우 

밴드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계산결과 N이 첨가되었을 경우 밴드갭은 

2.35eV로 clean TiO2의 밴드갭 2.39eV보다 0.04eV 줄어들었을 뿐이었으며 

밴드갭 사이에 N에의한 다소 국소적인 state들이 형성되었다. 밴드갭 사이

의 세 개의 state들에 대한 전하 도를 계산해본 결과 그림5에서 볼 수 있

듯이 N에의한 2px, 2py, 2pz 오비탈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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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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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4.

          

      그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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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을 첨가시켰을 경우 N의 경우와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밴드계산 결과 밴드갭 사이에 C의 2p state들이 valence band maximum위

로 각각 0.52, 0.96, 1.48 eV 에 위치 하 고 이 세개의 state들에 대한 전하 

도를 계산한 결과 그림6와 같이 C에 전하 도가 집되어있는 state들임

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밴드갭은 2.42 eV 로써 clean TiO2와 비슷함을 확인

하 다. 이 계산결과를 토대로 할 때 기존의 C가 첨가되었을 경우 밴드갭이 

줄어들어 가시광선 역대의 빛을 흡수하 다는 실험결과는 아마도 밴드갭 

사이의 국소적인 C 2p state들에 의한 현상이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최근의 N혹은 C가 첨가된 TiO2의 가시광선 역에서의 광촉매

작용 실험 결과들은 밴드갭이 줄어드는 현상이라기보다는 밴드갭 사이에 형

성된 새로운 state들에 의한 현상이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림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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