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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연구결과를 중심으로 개조식 500자 이내) 면수 129

 1.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 각 세부과제 및 참여기관 간에 상호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

   2) 사업 추진시 기자재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시설의 건설 그리고 가속장치에 대한 원자력   

      인허가 및 품질관리 업무 등 일련의 업무가 전 사업기간 동안에 일관성 있게 운 되도록 지원

   3) 개발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전략적 활용, 경제성 평가, 사업정책 수립 등과 같은 사업관리분야  

      에 대한 지원 

 2. 연구결과

   1) 통합시스템의 구축 및 운  :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사업건설관리시스템구축 및 운

   2) 사업공정관리 : WBS, 사업절차서, 품질보증, Project Numbering System 구축 및 운

   3) 사업관리 : 사업경제성평가, 사업기술지도(TRM),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TRESIS) 구축

   4) 기타 : 국제공동연구(MEGAPIE) 수행, 국제워크샵 및 국제자문회의 개최, 외국기관과 협약 업무  

            사업홍보 및 사업유치기관 선정 관련 업무 수행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 사업 1단계 동안 사업통합시스템관련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식베이스(Knowledge-Base)화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임

   2) 이를 통해 향후 본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3) 향후 본 사업과 유사한 대형 양성자가속장치의 개발, 건조 및 운 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

출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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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은 21세기 원천기술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

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NT, BT, IT, ST 등 중요 국가과학

기술분야의 발전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형 양성자가속장치를 개발하고 양성자 빔 

이용기술과 장치응용기술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문분야별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의 첨단기술들이 복합된 

신기술을 창출해내어야 한다. 따라서 본 과제의 목적은 첫째, 각 참여기관 및 세부과제

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것을 지양하고  상호 연계성이 확보될 수 있도

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며 둘째, 선형양성

자가속장치 및 빔 이용장치의 제작, 설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자재 구매, 제작, 설

치 및 시운전 등의 일련의 업무가 전 사업기간 동안에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추

진될 수 있도록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 , 시설의 건설 그리고 가속장치에 대한 원자력 인허가 및 품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하는 것이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가. 최종목표 

    (1) 사업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

    (2) 사업전반의 기술관리, 사업기술자료관리 및 국제협력지원

    (3) 가속기 원자력 인허가 취득 및 사용전 검사수검 기술지원

    (4) 사업 품질관리 기술지원

    (5) 사업유치지역 기술지원, 사업정책 및 전략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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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단계별 목표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1)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

(2)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3) 가속기 인허가 

(4) 사업 품질관리 업무

(5) 국제협력 기술지원

(6) 사업유치기관 선정 및 기술지원

(1) 통합시스템 운

(2)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3) 가속기 인허가 

(4) 사업 품질관리 업무

(5) 국제협력 기술지원

(6) 사업유치기관 기술지원

(1) 통합시스템 운

(2)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3) 가속기 인허가 

(4) 사업 품질관리 업무

(5) 국제협력 기술지원

(6) 사업유치기관 기술지원

   다. 연차별 목표와 내용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 1 차 년도

(‘02. 9∼’03. 7)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가속기 인허가 준비

￭사업품질관리

￭국제협력 기술지원

￭사업유치기관 선정관련 기술업무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분석

제 2 차 년도

(‘03. 7∼’04. 6)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통합시스템 운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사업품질관리

￭국제협력 기술지원

￭사업유치기관 기술협력 업무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분석

제 3 차 년도

(‘04. 7∼’05. 6)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통합시스템 운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가속기 인허가

￭사업품질관리

￭국제협력 기술지원

￭사업유치기관 기술협력 업무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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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개발결과

   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2)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3) 사업종합보고 체제구축 및 진도관리

    (4) 사업단 서버구축 및 운

    (5) 사업 기술자료 관리(사이버자료실 관리)

    (6) 과제간 기술연계성 사항 조정 및 기술업무지원

    (7) 사업수행 절차서 작성 및 운

    (8) 사업건설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

    (9) 사업 Critical Path 공정관리 및 기술관리

    (10)사업 구매업무 기술지원

   나. 20MeV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준비(기술업무는 기술분야에서 작성)

   다. 품질관리

    (1) 사업 품질보증 절차서 작성

    (2) 사업 품질보증 계획서 작성

    (3) 사업 품질관리 업무수행 (기술문서, 기기제작, 공사관련 품질관리 업무)

    (4) 인허가 관련 품질관리업무 지원

   라. 국제협력

    (1)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유지업무

    (2)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관리업무

    (3) 국제자문회의(IAC), Workshop, Summer School 등 국제협력 기술지원업무

   마. 사업유치기관 선정 관련업무

    (1) 사업유치기관 선정에 관한 기술요건 수립

    (2) 사업유치기관 선정 기술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

    (3) 사업유치기관 선정 협약 관련 기술지원업무

   
   바. 사업관리

    (1)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경 계획 수립

(Technology Road Map)

    (2) 사업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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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가.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본 연구개발사업은 선형양성자가속장치 및 빔 이용장치의 제작, 설치를 하여

야 하는 바 이에 필요한 기자재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일련의 업무가 

전 사업기간 동안에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장치 ․시설

의 제작 및 설치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일정관리도 사업성공

의 중요한 요인이 됨.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사업관

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 을 통해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에 의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

    (2) 경제∙산업적 측면

        본 사업과 같은 대형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과제들을 유기

적으로 연결하고 통합관리 함으로서, 결과적으로 프로젝트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행으로 기술혁신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

의 체계적인 개발로 인해 양성자 빔 이용 및 가속장치 응용산업기술의 활성화를 

촉진시키고 가속장치 유치지역 인근에서 벤처창업과 산업구조 첨단화를 유도하

는 기본적인 토양을 조성하 다. 또한, 경제성평가를 통해 본 사업전체 및 개별

기술개발에 대한 전략적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 으며 이를 

가까운 장래에 예측되는 가속장치의 확장과 시설이용자들의 증대에 대비한 시설 

계획의 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나. 활용방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업무는 추후 

연구장치의 완성 후 운전 및 연구를 위한 전반적인 운 업무에 기여할 수 있으며, 

본 사업으로 축척된 기술을 유사사업 추진 시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대형 

양성자가속장치의 개발, 건조 및 운 의 전주기적 통합관리 능력을 확보함으로서 

해외 기술 및 장치 수출시장의 개척시에도 사업통합관리부분에 있어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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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Ⅰ. Subject : Integrated Project Control and Technical Support

Ⅱ. Necessity and Goal of the R&D

The objectives of this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building a systematic, integrated R&D management system to make 

subprojects closely interrelate and lead to the final goal of the project.

  Secondly, building a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and technical supports.

  Thirdly, obtaining an accelerator license to run the accelerator and performing 

quality control.

  lastly, building and running a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including the 

R&D management system, construction management system, and strategic 

performance management system to make a series of  tasks - involving procurement, 

construction, installation, a trial run and so forth - executed with consistency during 

the project period.

Ⅲ. Contents And Scope of the R&D

 1. Final Goals

▶ Building and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 Technical support for the whole project, technical material management,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 Obtaining an accelerator license and inspecting the accelerator before 

running

▶ Quality assurance and control

▶ Technically supporting the host site and analyzing the policy and 

strategy 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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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hase goals

The 1st 

Phase
The 2nd 

Phase
The 3rd 

Phase

▶ Building and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 Controlling the project 

Process and managing 

technology 

▶ Obtaining an 

accelerator license 

▶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Selecting and 

supporting a host site

▶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 Controlling the project 

Process and managing 

technology 

▶ Obtaining an 

accelerator license 

▶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Technically supporting 

a host site

▶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 Controlling the project 

Process and managing 

technology 

▶ Obtaining an 

accelerator license 

▶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Technically supporting 

a host site

3. Annual goals and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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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ar Objectives 
of R&D

Contents And Scope of the R&D

Year 1

('02. 9∼'03. 

7)

Integrated 

Project Control 

and Technical 

Support

▶ Building and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 Controlling the project process and managing 

technology 

▶ Obtaining an accelerator license 

▶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Selecting and supporting a host site

▶ Analyzing the policy and strategy on the project

Year 2

('03. 7∼'04. 

6)

Integrated 

Project Control 

and Technical 

Support

▶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 Controlling the project process and managing 

technology 

▶ Obtaining an accelerator license 

▶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Supporting the host site

▶ Analyzing the policy and strategy on the project

Year 3

('04. 7∼'05. 

6)

Integrated 

Project Control 

and Technical 

Support

▶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 Controlling the project process and managing 

technology 

▶ Obtaining an accelerator license 

▶ Support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 Supporting the host site

▶ Analyzing the policy and strategy on the project

Ⅳ. Results of the R&D

    1. Building and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Building and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Research planning and research management

▶Building a project reporting system

▶Building ,installing and running a sever computer

▶Technical material management (cyber archive)

▶Facilitating technical cooperation among individual research projects and 

technical support

▶Setting up & implementing the project numbering system

▶Setting up & implementing the construction process management system

▶Implementing Critical Path Management (CPM) and technology 

management

▶Supporting tasks related to purch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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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Preparation for obtaining the 20MeV accelerator license

    3. Quality control

▶Setting up the quality assurance procedure 
▶Setting up the quality control plan
▶Implementing quality control 
▶Supporting tasks related to an accelerator license

    4. International cooperation

▶Making and maintaining an agreement with foreign organization 

▶Managing International cooperative research and committed research 
▶Other international cooperative tasks for the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Summer School, Workshop, etc.

    5. Technical support for the host site selection
▶Making requisite conditions for the host site selection 
▶Supporting evaluation for candidate organizations as the host site
▶Supporting making a contract with the host site

    6. Strategic management

▶Making a road map for the efficient project management and effective 

research utilization

▶Analyzing economical effect of the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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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Utilization plan of R&D results

    1. Expected performance

▶Technical perspective : It is expected that the PEFP's goal, construction 

and installation of a proton linear accelerator, will be achieved more 

efficiently through building and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Economical, industrial perspective : Building and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management system is expected not only to prevent the whole 

project from poor result, through facilitating technical cooperation among 

individual research projects, but also to be useful for additional planning 

for user facility and facility expansion near the future.  

    2. Utilization plan of R&D results 

▶This research project , Integrated Project Control and Technical Support, 

contributes to operational management after construction completed, as 

well. On the basis of accumulated experience, other analogous project 

could be successfully executed.  Furthermore, with life cycle management 

ability from developing and constructing to managing a large-scale proton 

linear accelerator, overseas accelerator facility and technology market  

seems to be possibly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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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경제․사회․기술적 중요성

1. 국가 기술 및 산업경쟁력 향상에 기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우리나라의 21세기의 신산업을 이끌어 갈 나노기술, 

생명과학, 항공우주, 정보통신, 환경 및 의료, 국방 분야와 더불어 기초과학(물리, 화학, 

생물학) 연구에 필요한 양성자 가속장치를 제공하여 미래원천기술 확보에 목표를 두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의 선진국형으로 변화하고 있

는 시점에 있으므로 양성자 가속장치 제작 기술은 많은 고가의 제조․재료분석․의료

장비 등의 장치제작에 필요한 초정  가공, 고주파, 초고진공 기술 등 원천기술을 제공

하게 된다. 또한 전력용 Diode, SCR, GTO, IGBT 등 고품위 소자 개발분야 뿐만 아니

라 의료 분야의 PET, BNCT, Proton Therapy 기기 등 거의 모든 고가 의료장비의 제

작에도 이 기술이 이용 및 응용되고 있으므로 그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2000년대 초반은 국제적인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에 관한 기술교류가 가장 활발한 

시기이다. 미, 일 ,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과거 70여년간 축적된 양성자 가속장치 관련 

기술력을 바탕으로 대용량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을 추진 중이며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양성자 가속장치 설계․건설에 관한 기술교류가 현재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

므로, 현시점에서의 우리나라 양성자 가속장치 개발은 국제적인 기술교류의 장에서 활

발하게 참여하여 선진기술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사업통합시스템관리 및 기술지원 과제를 통해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세부과제에 대

한 통합관리 및 과제간 연계성을 확보하여 전체 사업목표달성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기술적 측면

   본 사업은 과기부 주관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원천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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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개발을 통해 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공공복지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NT, BT, IT, ST 등 중요 국가과학기술분야의 발전기반 확보를 위해 필요한 선형 양

성자가속장치를 개발하고 양성자 빔 이용기술과 장치응용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목표를 

두고 있다. 이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문분야별 기술을 보유한 국내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여러 가지의 첨단기술들이 복합된 신기술을 창출해내어야 한다. 따라

서 각 참여기관 및 세부과제들이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수행되어서는 안 되고 연계성

이 확보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개발사업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추진

하여야 한다. 

   또한 본 연구개발사업은 선형 양성자가속장치 및 빔 이용장치의 제작, 설치를 하여

야 하므로, 다른 21세기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는 달리 장치 및 시설의 

제작, 설치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되고 이에 대한 일정관리도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인이며 이에 필요한 기자재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일련의 업무가 전 사업

기간 동안에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를 관리할 수 있

는 통합 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 , 시설의 건설 그리고 가속장치에 대한 원자력 인

허가 및 품질관리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역할이 필요한 것이

다.

3. 경제․산업적 측면 

   본 사업은 국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발기술의 전략적 활용과 산업적 

응용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장기적인 계획 하에 핵심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시스템 

기술을 육성하고, 핵심 기술 중에서 취약한 기술 또는 장래성이 높은 기술을 선별하여 

집중투자하고 있다. 또한 기술혁신의 효과를 관련 산업분야에 확산하거나, 기업간의 협

력 분위기를 고취시키는 것도 사업목표의 일환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술혁신이 국가의 경제성장과 생산성에 미치는 향은 매우 커지고 있을  뿐만 아

니라 국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기술개발경쟁

이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기술혁신에 대한 전략과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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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은 선진국에서나 개발도상국에서나 모두 중요한 일이며, 실제

로 기술혁신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는 세계적인 흐름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과 같은 대형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

진함에 있어서 경제 및 산업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전략의 중요성과 환경에

의 적합성을 동시에 고려한 관리체제의 정비와 기술 또는 프로젝트의 특성과 환경을 

시스템적인 관점에서 조망하는 총괄관리체계의 수립과 실행이 강조되고 있다. 

4. 사회․문화적 측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양성자가속기시설 및 제반 이용시설을 구축하는 것

이 일차적 목표이며, 구축이 완료되면 본 시설에 대한 학술적 활용뿐만 아니라 산업적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이차적 목표이다. 이와 같은 목표는 

그 특성상 어느 한 개인이나 조직의 수준에서 추진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가능한 것이다. 즉, 개별연구과제간의 협력, 사업유치

기관과의 협력, 그리고 사업유치지역내의 산․학․연 각계 각층과의 협력이 있어야만 

달성이 가능한 목표인 것이다. 따라서 본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과제도 이

러한 사업목표에 부응하여 본 시설의 구축단계에서 전체 사업의 효율적 진행과 기술지

원을 수행하고, 구축이 완료된 후 개발된 기술의 전략적 관리 및 산업적 이용, 인력양

성, 지역내 산업 육성에 필요한 협력․공생 문화의 기초 토대를 육성하는 이차적 목표

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사업전주기에 걸쳐 본 사업통합시스템관리 및 기술지원 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해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의 본보기가 되며 더 나아가서 21세기 국내 과학

기술의 연구관리체계 선진화에 기여하고 지역 및 국가경쟁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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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연구개발 최종목표

  가. 사업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

  나. 사업전반의 기술관리, 사업기술자료관리 및 국제협력지원

  다. 가속기 원자력 인허가 취득 및 사용전 검사수검 기술지원

  라. 사업 품질관리 기술지원

  마. 사업유치기관 기술지원, 사업정책 및 전략 분석

2. 연구개발 단계별 목표 및 내용 

     
   본 연구과제의 단계별 목표와 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1> 단계별 목표

과 제 명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사업통합

시스템관리 

및 

기술지원

▶ 사업 전주기 사업통

합관리, 기술 및 공정

관리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운  및 과제 간 기술

연계성 조정

 - 사업 Critical Path 공

정 및 사업기술관리

▶ 사업 전주기 사업통

합관리, 기술 및 공정

관리

 - 통합관리시스템 운  

및 과제 간 기술연계

성 조정

 - 사업 Critical Path 공

정 및 사업기술관리

▶ 사업 전주기 사업통

합관리, 기술 및 공정

관리

 - 통합관리시스템 운  

및 과제 간 기술연계

성 조정

 - 사업 Critical Path 공

정 및 사업기술관리



- 5 -

과 제 명 제1단계 제2단계 제3단계

 사업통합

시스템관리

 및

기술지원

▶ 가속기 인허가, 품질

관리, 국제기술협력 및 

사업전략수립 등 공통

기술 업무수행

  - 20/100MeV 가속기 

및 이온 주입기 등 방

사선발생장치 인허가 

요건검토

  - 가속기, 부대시설 설

계 및 공사 등 사업전

반 품질관리

  - 외국기관 간 기술협

약 및 국제공동 연구

과제 관리

  - 사업추진 정책분석 

및 전략수립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 가속기 인허가, 품질

관리, 국제기술협력 및 

사업전략수립 등 공통

기술 업무수행

  - 20MeV 가속기 및 각

종 가속장치 등 방사

선 발생장치 인허가

  - 가속기, 부대시설 설

계 및 공사 등 사업전

반 품질관리

  - 외국기관 간 기술협

약 및 국제공동 연구

과제 관리

  - 사업추진 정책분석 

및 전략수립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 )

▶ 실용화 정책수립 및 

지원

  -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경제성평가, 인프라 

구축 및 운

  - 실용화를 위한 기술

실시 등 제반 업무

▶ 가속기 인허가, 품질

관리, 국제기술협력 및 

사업전략수립 등 공통

기술 업무수행

  - 20MeV 가속기 사용

전 검사 수검

  - 100MeV 가속기 및 

각종 가속장치 등 방

사선 발생장치 인허가

  - 가속기, 부대시설 설

계 및 공사 등 사업전

반 품질관리

  - 외국기관 간 기술협

약 및 국제공동 연구

과제 관리

  - 사업추진 정책분석 

및 전략수립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 )

▶ 실용화 정책수립 및 

지원

  - 개발 기술의 실용화 

및 경제성평가, 인프라 

구축 및 운

  - 실용화를 위한 기술

실시 등 제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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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1단계 목표

   1단계에서의 주요업무내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표 2> 1단계 주요업무내용

업무 구분 주요 업무 내용 비고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1단계 계속 수행업무

인허가 ￭20MeV가속기 인허가 업무  1단계 계속 수행업무

사업품질관리
￭사업품질보증 절차, 계획 수립

￭사업 품질관리업무 수행
 1단계 계속 수행업무

국제협력 ￭국제협력 관련 기술지원업무  1단계 계속 수행업무

사업유치기관

선정관련업무

￭사업유치기관 선정에 관한 기술

지원 업무

￭지원시설 확보 및 유치기관과의 

기술 협력 업무

 1단계 계속 수행업무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 분석

￭사업의 효율적 관리 및 성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경 계

획 수립

￭사업 투자의 경제적 효과 분석

 1단계 계속 수행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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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차별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요약

   각 연차별 연구개발목표와 그에 따른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아래의 표와 같다.

<표 3> 연차별 연구개발목표와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구분 연구개발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제 1 차년도

(‘02. 9∼’03. 7)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가속기 인허가 준비

￭사업품질관리

￭국제협력 기술지원

￭사업유치기관 선정관련 기술업무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분석

제 2 차년도

(‘03. 7∼’04. 6)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통합시스템 운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사업품질관리

￭국제협력 기술지원

￭사업유치기관 기술협력업무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분석

제 3 차년도

(‘04. 7∼’05. 6)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

￭통합시스템 운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가속기 인허가

￭사업품질관리

￭국제협력 기술지원

￭사업유치기관 기술협력업무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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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단계 1차년도(2002. 9.16∼2003. 7. 1)의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분 야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통합시스템 

구축 및 

운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사업종합보고 체제구축 및 진도관리

￭사업단 서버구축 및 운

￭사업 기술자료 관리(사이버자료실 관

리)

￭과제간 기술연계성 사항 조정 및 기

술업무지원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사업수행 절차서 작성 및 운

￭사업건설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

￭사업 Critical Path 공정관리 및 기술

관리

￭사업 구매업무 기술지원

인허가
가속기

인허가

￭20MeV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준

비(기술업무는 기술분야에서 작성)

품질관리
사업 품질

관리업무

￭사업 품질보증 절차서 작성

￭사업 품질보증 계획서 작성

￭사업 품질관리 업무수행

  (기술문서, 기기제작, 공사관련 품질

관리 업무)

￭인허가 관련 품질관리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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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국제협력
국제협력

기술지원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유지

업무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관리업무

￭국제자문, 워크샵, Summer School 

등 국제협력 기술지원업무

국제협력 행정업무

는 사무국에서 수

행

사업유치

기관선정

관련업무

부지선정

기술지원

￭사업유치 기관선정에 관한 기술요건 

수립

￭사업유치 기관선정 기술평가 및 조사

에 관한 사항

￭사업유치 기관선정 협약 관련 기술지

원업무

사업유치기관 선정 

행정업무는 사무국

에서 수행

사업관리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분석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경 계획 수립

(Road Map)

￭사업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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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단계 2차년도(2003. 7. 2∼2004. 7. 1)의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야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통합시스템   

운  및 보완

 가)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통합관리시스템 운  및 보완

     -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성과관리기능

     - 사업종합보고 및 진도관리 : 사업 총괄 및 과제진척

     - 사업단 서버 운  

     - 사업 기술자료 관리 

     - 과제 간 기술연계성 사항 조정 및 기술업무지원

       : 연구과제간 이슈관리 업무조정

 나)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 사업수행 절차서 이행 : Project Numbering 절차

     - 사업건설 공정관리 시스템 

       : 사업공정관리, WBS 연동체계 구축

     - 사업 Critical Path 공정관리 및 기술관리

       : 과제 Critical Path 관리 : 연구 이슈관리

       : 사업 전 기간 마스터 스케쥴 관리

가속기 인허가

가) 이온 주입기 인허가 서류작성 요건검토

     - 이온 주입기 인허가 법규 및 절차 정립

가) 20MeV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요건검토

     - 가속기 인허가 법규 및 절차 정립

사업 품질관리

 가) 사업 품질보증 절차서 작성

    - 사업 수행절차서 작성 및 이행

 나) 사업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 사업 품질보증계획서 개정판 작성

 다) 사업 품질관리 업무수행

    - 가속기 안전관리품목 연구과제 QA Survey 수행

 라) 인허가 관련 품질관리업무 지원

    - 사업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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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업무 내용 비고

사업 국제협력

 가)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유지업무

    - 일본 J-Parc과 양성자가속기 기술협력 약정체결

 나)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관리업무

    - 국제공동연구 : MEGAPIE Project

      중성자 생산 액체 표적시스템의 공학적 타당성 연구

 다) 국제자문, 워크샾 등 국제협력 기술지원

사업관리 및 

홍보

 가) 사업추진 정책분석

    - 사업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체계확립

 나) 사업추진 전략수립

    -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다) 사업 홍보

    -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수행

마. 3차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단계 3차년도(2004. 7. 2∼2005. 7. 1)의 연구개발 목표와 내용은 아래와 같다.

분야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통합시스템   

운  및 보완

 가)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통합관리시스템 운  및 보완

     -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성과관리기능

     - 사업종합보고 및 진도관리 : 사업 총괄 및 과제진척

     - 사업단 서버 운  

     - 사업 기술자료 관리 

     - 과제 간 기술연계성 사항 조정 및 기술업무지원

       : 연구과제간 이슈관리 업무조정

 나)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 사업수행 절차서 이행 : Project Numbering 절차

     - 사업건설 공정관리 시스템 

       : 사업공정관리, WBS 연동체계 구축

     - 사업 Critical Path 공정관리 및 기술관리

       : 과제 Critical Path 관리 : 연구 이슈관리

       : 사업 전 기간 마스터 스케쥴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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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주요 업무 내용 비 고

가속기 인허가

가) 이온 주입기 인허가 서류작성 요건검토

     - 이온 주입기 인허가 법규 및 절차 정립

가) 20MeV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요건검토

     - 가속기 인허가 법규 및 절차 정립

사업 품질관리

 가) 사업 품질보증 절차서 관리 및 운

    - 사업 수행절차서 작성 및 이행

 나) 사업 품질보증계획서 관리 및 운

 다) 사업 품질관리 업무수행

 라) 인허가 관련 품질관리업무 지원

사업 국제협력

 가)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유지업무

 나)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관리업무

    - 국제공동연구 : MEGAPIE Project

      중성자 생산 액체 표적시스템의 공학적 타당성 연구

 다) 국제자문, 워크샾 등 국제협력 기술지원

    - 제7차 양성자가속기 워크샾 개최

    - 제1회 국제기술 자문회의 개최

사업관리 및 

홍보

 가) 사업추진 정책분석

    - 사업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사업전체 및 개별기술)

 나) 사업추진 전략수립

    -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다) 사업 홍보

    -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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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양성자가속기개발이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으로 추진되기 이전에는 원자력

중장기 단위과제로 추진되었으며, 추진과정에서 가속기 전단부의 연구개발이 주로 이

루어진 관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관리 시스템 및 인허가, 품질보증 그리고 사

업의 기술관리를 필요치 않아 사업관리 업무는 연구조직에서 자체적으로 수행이 가능

하 다. 그러나 본 양성자가속기개발사업이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출범하면서 100MeV 20mA급 선형양성자가속기 및 관련 빔이용기술의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연구개발 주체가 참여하고 개발기술의 산업화를 위해 민간 기업체 참여 및 사

업유치기관까지 연계됨으로 인해, 사업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 인허가, 건설관리, 운전, 

사업경제성평가 등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술지원이 필요하게 되어 본 연구개발과제

를 실시하게 되었다. 

   현재 R&D 통합관리에 있어서 개발공정의 통합관리, 진척률관리, 엔지니어링 및 시

공, 기타 행정지원부분 등 전반적인 수준은 그간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하여 온 결과, 국내수준과 선진국 수준은 거의 대등하다고 할 수 있다. 다만, 개발기

술의 전략적 관리 및 산업적 활용 측면에 있어서는 체계적인 관리 기법이 다소 미흡할 

뿐만 아니라 선진국에 비해 필요성 인식도 부족한 편이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축척

된 국내의 기술개발 실무를 기초로 활용하되, 국내외 선진기법현황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새로운 기법에 대한 벤치마킹 및 본 사업에 최적화된 연구개발 관리기법의 자체개

발까지도 추진할 계획이다. 

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은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와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업무로 구성된다. 이들 업무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대형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 던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 취약성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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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연구과제에 투입되는 각 세부 연구과제의 연구 인력들이 본 사업과 같은 종합 

엔지니어링 업무에 참여한 경험이 미흡하여 통합관리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적응

하는데 시간과 노력이 필요한 상태이다. 

2. 가속기 인허가 업무 

   가속기 인허가 업무는 가속기가 원자력법에서 ‘방사선 발생장치’로 규정되어 있으

며, 국내에서 선행사업으로 추진하 던 포항 방사광가속기, 원자력병원 Cyclotron, 

EB-Tech 전자가속기 및 기타 병원 의료장비 등 다수의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바 있

어 이들의 절차 및 기준을 참고로 수행하고 있으므로 기술적 취약성은 없는 상태이다.

3. 사업품질관리 업무

   사업품질관리 업무는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대형 프로젝트를 수행하 던 전문가가 

참여하여 수행할 예정이며, 원자력품질관리 뿐만 아니라 일반 관련업무 수행 경험이 

풍부하여 본 사업의 업무수행에 기술적 취약성은 없는 상태이다.

4. 사업 국제협력 및 사업유치기관 선정업무 

   기타 국제협력 및 사업유치기관 선정업무는 그 동안 관련업무 수행 경험을 갖고 있

는 전문가에 의해 수행될 예정이므로 기술적 취약성은 없는 상태이다.

5. 사업추진정책 및 전략 분석

   본 사업은 많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창출되는 신기술이 폭넓은 

응용분야를 가지므로 사업전체의 추진방향과 연구 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

하다. 이를 통해 각 과제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추진전략 및 정책에 대한 연구

를 통해 사업전체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과제에서는 1단계 동안 관련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 으며, 축척된 노하

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국내에 타 연구개발사업에서 실시하는 사업추진정책 및 전략분석을 계속 탐색하여 관

련 업무의 향상을 꾀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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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해외 기술개발 현황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기술지원업무는 그 동안 대형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국내에서도 관련 기술의 전문화 및 기술 축척이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해

외의 관련기술 수준과 거의 대등한 수준에 이르 다고 볼 수 있다. 1차년도에 통합사

업관리시스템의 구축․관리 및 기술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체계적인 의사결정

과 관리를 통해 해외 기술과의 격차 없이 과제를 완료할 수 있었다. 또한 본 과제를 

외국의 전문업체를 통해 수행하지 않음으로써 국내 관련기술의 해외 유출을 방지하며 

고가의 업무수행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다.

   한편, 1차년도에 구축한 웹기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기본적 체계는 해외수입 상

용 팩키지(package)인 Atremis web view이다. 하지만 본 사업단에 최적화된 기법이 

없을 경우 자체 개발한 로직(logic)을 적용하여 2차년도와 3차년도에 추가 개발하 다. 

이로 인해 시스템 개발 이후의 시스템의 유지 및 보수 단계에서도 외국 전문 업체에 

의존하지 않고 시스템개발에 참여한 국내 업체와 공동으로 원활한 업무를 수행하 다. 

향후에도 자체개발을 계속 추진하여 해외 선진 관리기법 뿐만 아니라 사업단 현실에 

맞는 관리기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합하여 볼 때, 1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향후 잔여 사업기간에 있어서도 해외와의 

기술 격차 없이 충실히 본 과제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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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 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1.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100MeV 20mA 선형양성자가속기를 건설하여 이를 

바탕으로 미래 원천기술의 획득 및 기술융복합을 통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최종 목

표를 두고 있다. 이러한 본 사업의 특성상 연구개발관리시스템은 연구개발과 가속기 

건설공사를 병행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PERT/CPM 기법을 통한 연구과제관리시스템과 가속기 건설관리시스템의 상호 연계 

관리를 추구하고, 확보된 가속기 제작기술 및 빔이용기술의 실용화를 위해서 전략적연

구성과관리시스템을 구축 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래원천기술의 개발과 산업

화를 지원함에 있어서 각각의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 과정은 모니터링 되어 연구기획

단계로 다시 피드백(Feedback)되도록 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 니즈(Needs)가 높고 성

과의 활용도가 높은 연구과제들을 기획하도록 유도한다. 

   이와 같이 관리적 순환을 통해 가속기 시설의 건설에서부터 미래 첨단 기술의 확보 

및 이를 활용한 기술 실용화에 이르기까지 기술수명의 전주기를 관리(Technology Life 

Cycle Management)를 하는 것이 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핵심적인 개념체계

(Conceptual Framework)이다 웹기반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이와 같은 기

술 전주기관리에 입각한 개념체계에서 출발하여야 한다. 

   따라서, 기술개발의 수명주기별로 최적화된 관리시스템을 구현하고자 세 종류의 하

위시스템을 각각 구축하여 상호 연동되도록 하 다. 즉, 기술개발단계를 관리하는 연구

과제관리시스템, 개발이후 전략적 활용을 관리하는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 시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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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을 관리하는 건설공사관리시스템 등으로 나누어 하위 시스템(sub-system)으로 각

각 구축하 다. 다만, 각 하위 시스템은 공동의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상호 연동되

도록 구성하여 시스템 구축에 따르는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고 데이터의 중복 및 오류

를 방지하도록 하 다. 

   이와 같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궁극적인 목표를 요약하면 ‘R&D 전략경 ’으로 

나타낼 수 있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개념적 틀을 보다 상세

히 구축하면 아래와 같다. 

<그림 1>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개념적 틀

(Conceptual Framework)

R & D 전략 경영 

연구사업 

활동관리 

(목표관리) 

 품질 

 비용 

 일정 

연구결과 

Explicit (3P) 

Product, Patent, 

Paper 

Embodied (3P) 

Position, Path, 

Process 

 

연구결과 

활용관리 

(목적관리) 

 산업화 

 R&D Infra 

 지식확정 

정보관리 

조직관리 
 

 

      ① 사업단 전략의 관리 : 사업단의 전략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은 21세기 산업기

술의 초석이 될 원자 단위의 첨단 가공기술과 분석기술을 제공하고자 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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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과제를 수행하는 모든 연구원들이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 달성을 

위하여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수행.

      ② 전략과 연계된 연구과제의 성과측정 : 연구과제 수행 과정에서의 성과달성 

정도를 측정하고 이를 평가하여 장기 전략 달성을 위한 관리시스템의 도입의 

필요

      ③ 연구과제 진행 결과에 대한 경제, 사회적 가치 표현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경제,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가시적으로 표현함으로써 연구 

프로젝트수행 결과 및 그 활용 가치에 대한 가시적 평가가 필요

      ④ 통합(전문) 프로젝트 정보 제공 : 사업단의 전략 달성을 위하여 사업단을 관

리할 수 있는 다양한 경  정보의 제공과 이를 기반으로 사업단이 원하는 방

향으로 관리, 운 될 수 있는 통합 프로젝트 정보시스템 필요

      ⑤ 연구과제 일정관리 (전문 프로젝트관리) : 본 사업내 세부연구과제의 체계적

인 일정 수립과 일정 관리 기능을 이용함으로써 많은 연구과제의 진행 정도

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

      ⑥ 연구과제 성과물관리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많은 성과물/산출물

(완료보고서, 기술논문, 장비 설치 등)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연구과제 진

행결과와 연계하여 일목요연하게 그 결과를 관리하는 기능

      ⑦ 이슈 및 위험관리 : 연구과제를 수행하면서 발생되는 직접/간접적인 이슈나 

위험요소들에 대한 정보 공유를 통하여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고, 발생 가능

한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기능 확보

      ⑧ 기술동향 자료 공유 : 장기간의 기술개발 사업의 성격상 외부 환경적인 기술 

변화에 시기적절하게 대응하여야 하므로, 이를 위하여 양성자가속기 관련 제

반 기술 동향 자료들을 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유하고 이를 통하여 항상 

앞선 기술 개발이 요구

      ⑨ 연구과제 진행 정보 공유 : 위의 요구 사항들을 충족하는 연구과제관련 모든 

정보들을 시간상, 거리상의 제약 없이 사용자의 접근 권한에 따른 인터넷상

에서의 정보 공유로 사업의 유기적 추진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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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⑩ 안정적․장기적 지원 : 양성자가속기 개발사업은 단기간의 프로젝트가 아니

라 장기적으로 지속되어야 하는 프로젝트이므로 본 사업의 관리에 적용하게 

되는 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과 운 에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지원 체계 필요

   위와 같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요구기능들이 성공적으로 구축 및 운 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핵심적인 관리기법이 필요하다. 

      ① 사업관리를 위한 표준적인 사업관리 절차 및 향후 연구성과 평가 체계와의 

효율적인 통합 프로세스 개발

      ② PERT/CPM 기법을 통한 연구개발과제-가속기 건설-가속기 및 연구결과활용 

네트워크 관리: 사업단에 적합한 프로젝트 관리시스템은 기본적으로 단순한 

간트 차트에 의한 관리가 아닌 관련된 모든 사업관리의 요소가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이 되어야 함. 이러한 프로젝트에 관련

된 정보들을 유기적으로 관리, 분석 가능케 하는 네트워크 관리시스템 중에

서 가장 발전된 기법이 PERT/CPM 기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임.

      ③ 연구과제의 계획수립과 진행 사항에 대한 시각화를 위한 통합 진도관리시스

템의 구축: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서는 

PERT/CPM 기법에 의한 일정분석내용을 바차트, 네트워크 다이어그램 등으

로 시각화 하여 웹기반시스템에서 제공할 수 있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프로

젝트 관리시스템은 단순한 경 정보시스템이 아니라, 프로젝트의 관련 모든 

작업(Activities)  산출물(Deliverables)  성과물의 활용(Applications)에 있어

서 목표지향적 (기술, 비용, 일정)인 통합관리를 유기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매우 전문적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이 필요함.

나.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상세 구축내용

   전술한 바와 같이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은 3개의 하위시스템(sub-system : 연구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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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시스템, 사업건설관리시스템,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

되어 구축 및 운용되는 시스템이다. 각각의 구축내용을 상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그림 2>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운

    
<그림 3>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        

(TRE 전략시스템 자체 개발)

<그림 4> 건설공정관리시스템(Critical Path 규명 및 집중관리)



- 21 -

   (가) 연구관리시스템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은 본 사업단내 개별 세부과제들의 관리를 위한 것으로서, 

연구과제의 개요와 단계별 연차별 목표제시, 참여기업과 소속 연구원에 관한 

일반 정보 저장, 목표대비 실적의 주기적인 진척률 입력 및 보고 기능, 산출문

서의 등록 및 접근권한별 차등 열람 기능, 예산의 집행 실적, 특허∙실용신안∙

논문 등 연구 성과물의 집계 및 요약정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주 

기능으로 구현하 다. 연구과제의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관리 및 목표기간과 예

산 내에서 요구하는 품질수준의 연구과제 개발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및 기술

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1차년도에 구축 완료하 고 2차년도와 3차년도에 보완을 

실시하 다1). 연구관리시스템의 관리 대상은 양성자가속기 제작기술, 장치응용 

분야, 빔 이용분야 등 사업 전 분야 이며 주요 구축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연구과제 사업관리기능(일정 및 자원) : 연구과제별로 일정계획을 PERT/ 

CPM 기반으로 수립 및 관리하여 각 세부 과제들이 전체 연구과제 일정에 

끼치는 향력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축하 다.    

특히, 베타분포에 의한 월간 진척률 목표치를 설정하여 목표대비 실적 진척

률을 월별로도 상세히 표현할 수 있도록 보완하 다. 본 사업단의 연구과제

관리시스템은 Time sheet에 의한 일정관리가 아니다. 따라서 각각의 과제에

서 진척률의 증가는 과제책임자의 판단에 따른 가중치와 진척률 수동 입력으

로 이루어진다. 이때 각 Activity수준에서 월별 목표치를 파악하는 것은 그 

과정이 인위적일 뿐만 아니라 시간과 비용의 투입이 크다. 따라서, 2차년도의 

월별 진척률 목표는 이러한 실사방식에 의하지 않고, 베타분포에 의한 월별 

누적 진척률(목표) 설정을 실시하 다. 베타분포는 Project management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경험적 진척률 모델이다. 

       

1) 1차년도 구축내용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첨부자료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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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연구과제 성과물(산출물)관

리기능 : 연구과제 또는 세

부과제별로 생성되는 성과

물을 작업별로 링크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

는 기능 지원하도록 구축

하 다. 이를 위해 연구과

제관리시스템에 등록되는 

문서와 성과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Project  

Numbering 절차서를 제작 배포

하 다. 1차년도에 구축한 성과

관리는 논문, 특허, 산업체 기술

이전 등의 항목에 대하여 건수만

을 입력하는 방식으로서, 그 자

세한 상세서지를 알 수 없었다. 

또한, 성과의 항목구성 에 있어서

도 상위기관인 KISTEP에서 요구

하는 성과관리 내용과도 상이한 

내용이 많았다. 이러한  당해연도

에는 이를 아래와 같이 대폭 수

정하여 성과에 대한 명확한 집계와 상세 서지의 열람 및 KISTEP 보고 체계

와의 일원화가 가능하도록 하 다. 

      ③ 예산관리 보고기능 : 1차년도에 구축한 예산관리기능은 최종입력일의 표시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 인해서 예산이 최종 업데이트(update) 된 시점이 언제

인지 파악할 수 없는 단점이 있어, 실제 집행률과 최종입력일이 표시되도록 

<그림 7> Project Numbering 구조

<그림 5> 베타 분포에 의하여 설정된 월간 목표진척률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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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성과관리 목록 화면(개별과제)



- 23 -

예산관리기능을 보완하 다. 이를 통해 연구과제책임자들이 자신이 관리하는 

과제에 대한 입력을 보다 성실히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었다.

 

<그림 8>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예산관리 화면

      ④ 연구과제 진행 정보 공유기능(사용자별 권한 설정) :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지연 및 성과 달성 정도를 웹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지원

      ⑤ 사업단 공유정보의 포스팅 : 사업단에서 제시되는 새로운 정보 또는 지시 사

항을 웹상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지원

      ⑥ 지식 정보의 공유 기능 : 사업단의 지식 정보들을 데이터의 저장 및 공유를 

통하여 지식정보의 공유를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지식관리(Knowledge 

management)체계를 구현할 수 있도록 웹기반 자료실을 구축하고 운

      ⑦ 이슈 및 위험 관리 기능 : 연구과제를 진행하면서 발생되는 주요 이슈나 위

험 요소 관리 기능을 지원

      ⑧ 기술 동향 자료 공유 기능 : 급변하는 기술 동향들을 관련 자료 또는 뉴스별

로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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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⑨ 사업단 홉페이지와의 통합 : 개별연구과제를 종합하여 보고할 수 있는 포트

폴리오 뷰(portfolio view) 개발시 사업단 홈페이지에서도 등록이 될 수 있도

록 통합기능 지원

      ⑩ 시스템에 접속하는 사용자들의 권한 수준(access level)에 따라 공개되는 정

보가 차별화될 수 있도록 아래 그림과 같이 총 3단계의 권한 수준을 설정하

여 각 수준별로 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이와 더불어 대외비 

문서의 보완 강화. 

       

<그림 9>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접속자 수준(level)별 제공 정보 체계

통합정보

연구과제별
(요약일정, 자원 등)

(ViewPoint)

연구과제별 실적

(상세일정, 자원 등)

WBS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경영자

사업단

과제책임자

연구관리지침/절차서

현황정보 조회

통합정보

연구과제별
(요약일정, 자원 등)

(ViewPoint)

연구과제별 실적

(상세일정, 자원 등)

WBS

연구과제관리 시스템

경영자

사업단

과제책임자

연구관리지침/절차서

현황정보 조회

   (나) 건설관리시스템 

           건설관리시스템에서는 건설공사뿐만 아니라 연구개발과제의 일정관리 

Critical Path 관리까지 처리한다. 그 이유는 건설공사와 가속기개발과 같은 연

구개발과제의 일정이 서로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건설관리시스템에 있어서는 Artemis Web-view 기반의 상용 펙키지

(Package)를 기반으로 하되, 전통적인 PERT/CPM으로 표현이 힘든 일정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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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일부 수정하여 Modified CPM 기법을 자체 개발하여 접목시켰다. 이를 

통해, 서로 성격이 다른 연구과제의 진척률 체계와 건설공사의 진척률 체계간

의 연동을 가능하게 하 다. 

      ① PERT/CPM기법에 의한 진척률관리 : 연구과제별로 일정계획을 PERT/ 

CPM 기반으로 수립 및 관리하여 각 세부 과제들이 전체 연구과제 일정에 

끼치는 향력을 용이하게 파악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 다.

      ② Modified CPM 기법의 개발 : 일반적으로 장치제작이나 시설 건설의 경우에

는 각 WBS산하의 각 Activity간에 명확한 Network과 인과관계가 존재하므

로 Critical Path의 도출 및 관리가 용이하다. 그러나 장치 및 시설의 제작이 

없는 순수한 연구과제의 경우에는 Activity의 설정이 용이하지 않으며, 설정

된 Activity들도 대개의 경우 시간적으로 선후관계가 불분명하거나 병렬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상은 개별 연구과제 내에서 Activity간의 관

계에서도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각 순수연구과제들 사이에서도 발생하며, 특히 

각 연구과제 성격이 상호 독립적인 성격이 강할 경우 더욱 심화된다.

            실제로 1차년도 사업건설관리시스템 운  결과, 본 사업단의 경우도 그 

세부과제가 장치제작과제 ,시설건설과제, 장치나 시설의 제작이 없는 순수연

구과제 등 상이한 특성을 가진 과제로 구성됨으로 인해 과제간의 상호 인과

관계가 명확하지 않고, 과제 Activity들도 병렬적 또는 상호 독립적으로 진행

되는 성격이 많았다. 이로 인해 Activity간의 네트워크연결이 미흡하여 전통

적인 PERT/CPM기법의 Critical Path의 도출과 운 에 보완이 필요한 것으

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새로운 방식(Modified CPM)을 아래와 같이 고안, 

보완하여 운 하 다. 즉, 명확한 시간적 선후관계가 없거나 병렬로 동시에 

진행되는 Activity라 할지라도 서로 긴 한 인과관계가 존재할 경우 관리적 

차원에서 Critical Path의 일부로 묶어줄 수 있게 하 다. 또한, 상용 펙키지

인 Artemis web view에서 자동 일정재조정(rescheduling)기능을 일부 보완

하여 Time-now선을 기준으로 특정 Activity의 지연이 발생하더라도 전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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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 재조정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하 으며, 일정 재조정이 있더라도 그 

크기를 재량으로 조절할 수 있게 하 다. 이렇게 조정한 이유는 본 사업의 

일정재조정은 사업운 위원회를 비롯한 상위기관의 승인사항이므로 단순히 

프로그램상의 자동 계산으로 산출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이처럼 본 사업

단 고유의 특색에 맞는 일정조정기능의 수행을 통해 사업진척 내용이 항상 

현재 실적을 그대로 반 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와 더불어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Time-now 선을 현재 목표진척

률로 규정하여, 현재까지의 실제 진척률의 증가를 나타내는 검은색 막대기가 

목표진척률을 달성하 을 경우에만 Time-now 선에 일치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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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odified CPM 방식

Modified CPM

            이에 비하여 기존의 Artemis web view에서 규정한 Time-now는 단순히 

현재 날짜를 나타내기 때문에 검은색 진척률 막대기와 항상 일치하는 것처럼 

보여준다. 이로 인해 자칫 현재 목표치를 항상 달성하고 있는 것으로 잘 못 

정보가 전달될 가능성이 있다. Artemis web view에서 목표대비 실제 진척률

의 차이는 일정 재조정(rescheduling)으로만 반 되어 검은색 진척률 막대기

를 둘러싼 전체 일정 막대기만 증감된다. 이러한 기존 Artemis web view방

식에 비해 본 사업단의 Modified CPM방식은 현재 Time now를 기준으로 어

느 과제가 더 지연이 되고 있는지를 한 눈에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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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 있다. 

      ③ 매년도 진척률의 10년 마스터 WBS상의 진척률과 연동 로직 도출 및 운  : 

         본 사업단의 개별과제의 매년도 WBS는 상위 10년 마스터 WBS로부터 세분

화(Break down)되어 도출된 것이 아니다. 이는 본 프로젝트가 상이한 성격

(건설과제, 장치연구과제, 빔이용과제)으로 서로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으며, 

각각의 네트워크가 향후 10년 전체의 본 사업기간의 최하위 Activity에 이르

기 까지 프로젝트 출발시점에서 명확히 규명될 수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년 과제개시시점에서 당해연도 WBS를 수립하여야 하며 

이를 최상위 10년 마스터 WBS간의 네트워크 연결 관계 및 진척률 연동 논

리체계를 수립하여야만 당해연도 진척률의 증가에 따라 10년 사업기간 전체 

진척률도 연동되어 표시 될 것이다. 따라서 1차년도 및 2차년도와 3차년도에 

각 연도 WBS를 설정하고 예산가중치에 따라 10년 마스터 스케줄 WBS간의 

진척률 연동체계를 수립하여 웹기반 사업통합관리시스템의 진척률관리 모듈

에 반 하 다.2)

   (다)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TRESIS)

       사업목표달성을 위한 전략적인 관리체계를 구축, 운 하여 “개발기술의 산업적 

활용과 벤처기업 창출기반 조성”하고 현재 개발 중인 연구과제의 중점관리 및 

사업효과 극대화 추진하여 실시간으로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운 하기 위해 전략

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을 자체 개발하 다. 일반적으로 연구 성과를 실용화를 

할 경우, 크게 3단계(실용화 대상 선정 단계, 실용화 수행단계, 실용화 종료단

계)를 거친다. 그러나 3단계를 실무적인 수준에서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기법은 

국내외를 막론하고 사례가 드물며 그 개발 수준도 매우 미미하고 원론적인 수

준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법을 그대로 벤치마킹하여 1차년도에 구축한 버블차

트 형식의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도 투입원가와 같은 매우 단순한 정보밖에 

산출할 수 없었다. 아울러, 본 사업단에서 1차년도에 구축한 버블차트 형태의 

2)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제3장 제1절 2.사업공정 및 기술관리’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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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도 이러한 원론적 수준에서의 관리기법일 수밖에 없

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본 사업단의 기술실용화전략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실용화과정 전반을 관리할 수 있는 보편적인 시스템을 자체 개발하

다. 또한 시스템 구축 후 관련 프로그램을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등록하

고 그 저작권을 관리할 계획이며, 구축된 전략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Business 

Method 특허도 취득할 계획으로 현재 특허출원 중에 있다. (2004. 7월 사업모

형으로 특허출원 되었음) 

      ① 개념설계 : 특허 및 기타 산업재산권의 획득과 같은 연구성과의 전략적 관리

를 목적으로 하는 시스템으로서 2차년도에 구축하고 3차년도에 기능을 보완하

으며, 사업 2단계 1차년도부터 실제 운용을 실시할 예정임. 본 사업단의 전략

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 필요한 핵심 기능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다.

        ￭양성자 사업단 전략관리 기능 :  사업단의 전략 전체에 대한 분석기능을 지

원(포트폴리오 뷰 구현) 

        ￭양성자 사업단 전략 공유 기능 : 사업단 과제 참여자들이 전략관리 시스템

에 로그인하여 사업단 전략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지원

        ￭전략과 연계된 성과 측정 기능 : 연구과제의 성과 정도를 과제별로 측정하

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 지원(핵심성과지표의 도입)

        ￭전략과 연구과제와의 연계성 표현 : 전략과 연구과제와의 연계성을 Flow 

Chart를 통하여 연구과제별로 표현 기능 지원

        ￭사업과제 성과물의 경제, 사회적 가치 평가 모델 : 연구과제 진행 결과로 생

성되는 성과물들의 경제, 사회적 가치 모델 관리 기능 지원(사전경제성평가 

vs 실제 경제적 가치 달성결과)

        ￭경 정보제공기능(EIS) : 사업단 경  정보 시스템으로 모든 정보들을 제공

하는 통합 경 정보시스템 지원

        ￭사용자별 권한 설정 기능 : 사업단장, 사업단 통합관리자, 과제책임자별로 

다른 접근 권한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 지원

        ￭웹기반 사용자 인터페이스 제공 : 웹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처리하여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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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접속하여 전략의 상시관리 체계를 구현

        ￭OPEN DB 사용 여부 : MS SQL 2000 서버 베이스로 데이터의 Lay-out이 

공개되어 데이터의 호환 기능 지원

        ￭사업단 홈페이지와의 통합 : 사업단 홈페이지와의 통합기능 지원(전략분석에 

의한 사업추진방향을 전략관리시스템 및 사업단 홈페이지에 동시에 공지)

        ￭연구과제(기술 및 전략관리)설문조사기능 : 연구과제 진행시 여러 설문조사

기능을 인터넷에서 수행할 수 있는 기능 지원. 

      ② 상세설계3)

        ￭선행연구 :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구개발과제에 특화된 전략관리시스템은 

거의 전무한 상태이므로, 본 과제에서는 100여 편의 기존의 논문과 관련 사

례 및 상용시스템들을 분석하 다. 분석 결과, 현재 전략관리시스템의 세계

적인 추세는 개량적 관리시스템인 것으로 파악하 으며, 개량적 관리시스템

에서의 성공요인은 개량화 대상이 될 성과지표가 조직의 전략을 최대한 대

표할 수 있도록 심도있는 전략분석 및 핵심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ex) 개발이 필요한 것으로 규명하 다. 

             우선 일반적으로 개량적 전략관리시스템으로서 가장 보편적으로 쓰이는 

BSC(Balanced Score Card) 시스템을 집중 분석하여 본 사업단과 같이 개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해 특화된 개량적전략시스템은 어떠한 기능에 좀더 중점

을 두어야 할 것인지를 규명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구축개발될 시

스템의 명확한 기능 명세(System Function Specification)가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선행연구, 기존의 전략시스템 분석 및 시스템 기능명세를 통

해 개발기술의 실용화를 전략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TRE(Technology, 

Resource, Economics) 관점에서 전략을 수립 및 관리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

로 결론짓고, 이러한 TRE관점에서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

를 수립하고 관리할 수 있는 논리체계를 완성하 다. 

        ￭시스템의 설계 : 전략적연구성과관리 시스템은 실용화 절차관리 모듈, 실용

3) TRESIS의 상세설계의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자료 3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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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전략관리 모듈, 사업평가모듈로 구성되며, 각각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 실용화 절차관리 모듈 : KAIST와 공동 개발한 10단계 표준실용화절차 

제공 (TUP : Template Utilization Procedure)

           - 실용화 전략관리 모듈 : 핵심성과지표(KPI : Key Performance Index)를 

이용하여, 목표대비 실적을 계량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 제공

           - 사업평가 모듈 :  세부과제 및 사업전체의 경제성평가(화폐가치 평가)와 

사업타당성평가(점수평가)를 수행하여, 사업전략 포트폴리오 구성에 활

용. 경제성평가는 사전(preliminary) 경제성 평가와 사후(post) 경제성 평

가로 각각 평가하여 차이발생의 원인을 규명하고자 함. 

        ￭시스템의 구축 :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ASP, HTML, 

VB를 이용하 다. 우선 ASP는 웹의 HTML파일과 서버상에서 구현된 웹 

콤포넌트간의 연동을 위해서 사용하 으며, 웹서버에 장착된 컴포넌트는 VB

로 구현하 다. 클라이언트는 HTML의 화면을 보고 웹서버에 접속하며 

ASP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및 정보를 전송받는 형식으로 시스템은 

연동되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부분적으로 FLASH도 가미하여 작성

하 다.

        ￭시스템의 운용 : 2단계 1차년도부터 실제 운 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를 위

해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의 핵심 관리 대상인 실용화과제에 대한 사전

경제성평가를 실시하 으며, 평가결과는 TRESIS의 초기 입력자료로 활용된

다.

        ￭기대효과 : 각각의 실용화과제들의 가치사슬의 구성 현황과 각 구성 주체들

의 전략목표 및 수행 실적은 본 TRESIS에서 통합하여 관리되므로, 각 주체

들은 TRESIS에 접속함으로 인해 자신이 사업단과 참여기업이 하나의 가상

기업으로 묶여진 상태에서 자신의 역할이 가상기업(virtual company)에서 

어떤 위치에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또한, 경 자 및 

사업단의 관점에서도 사업전체의 방향과 조직의 전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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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지 명확히 바라볼 수 있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조직이 전략중심형조직

(SFO : Strategy Focused Organization)변화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추도록 하

다.

       

<표 5> TRESIS 운 환경

 웹 서버 디비 서버 클라이언트

IIS 5.X 이상 SQL Server 2000
Windows 98/2000/XP/NT

 Internet Explorer 5.X 이상

        

<그림 11>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TRESIS)구축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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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버운 위치 : 원자력연구소內 공개망

￭ 제공 서비스 : www, FTP, telet,

               terminal service.

￭ WWW Location 

  http://komac.kaeri.re.kr

 (Hostname : KOMAC)

￭ IP-Address : 192.104.15.28 

￭ H/W 기종 : Fujitsu PRIMERGY C200  

             BU FS PIII 1,4GHz

￭ OS : MS Windows 2000 Server

￭ Backup여부 : 자체 DAT 장비 활용
<그림 12> 사업단 서버 설치

다.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운

   유지보수 측면에서 살펴보면, 우선 통합시스템의 전반적인 운 과정상에서 시스템 

사용자의 불편사항 및 요구사항을 e-mail 및 전화통화를 통해 접수하여 즉시 반 하여 

사용자 만족도를 높이도록 하 다. 또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사용법에 대한 매뉴얼

의 배포와 오프라인 교육도 주기적으로 실시하 다. 

   한편, 주기적으로 사용자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시스템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1단

계 동안 지속적으로 통합시스템의 프로그래밍을 갱신(Update)하 다. 이와 같은 개발

이후의 갱신작업을 통해 본 연구과제관리시스템이 실시간 프로젝트 리뷰(In-process 

Review)에 좀 더 충실할 수 있도록 개선하 다. 

   시스템의 바이러스 체크와 헤킹 방지 작업도 월별 1회 이상의 점검과 원자력연구소

내 정보통신실의 바이러스 경보 발생 시 즉시 대응하여 시스템 보안에 만전을 기하

다. 

    구축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실제 운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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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운  현황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운  현황(2004년 12월 10일 현재)

￭ 관리 과제 수 : 24개 과제(연구과제 23개+사무국 현황)

￭ 접속건수 : 약 2,400회/년, 약 200회/월 (각 과제별 월 평균 약 10회 접속)

￭ 등록된 문서 수 : 총 147건

￭ 등록된 기자재 수 : 109건(연구기자재 95건, 산출기자재 14건)

￭ 성과관리 내용 : 논문(국내 132건, 국외 107건, 국내 12건, 국외 8건)

<표 7> 사어버테러 위협대비 훈련 결과

2005 을지연습 시 사이버테러 위협대비 훈련 결과

￭매년 연구소 자체적으로 공개망 운 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시스템의 기본 취약성에 대한  

  점검을 실시 

￭1차 점검 및 통보 : 7월 28일 - 8월 1일 

￭조치 및 결과 회신 : 8월 2일 - 8월 4일

￭점검 결과 : 25개 전 항목 Low 판정 받음 (사이버테러 위험 매우 낮음)

2.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가. 작업세분화구조(Work Breakdown Structure : WBS)의 작성 및 운  

(1) WBS의의와 필요성

      작업세분화구조는 프로젝트가 목적으로 하는 제품구성의 완성에 필요한 하드웨

어적인 작업요소와 관련 서비스를 제품 및 기술 지향적으로 구성한 Tree구조로 표

현하여, 그 안에서 개발, 제작되는 모든 항목과 그들의 상호관계를 포함시키는 것이

다. 따라서 하위레벨에서 상위레벨로 올라감에 따라 상호 관련된 부분시스템들이 

모여 하나의 블록을 형성하고 다시 그 블록들이 모여 하나의 기능체(機能體)를 구

성하게 된다. 즉, 상호 관련된 작업요소 또는 소프트웨어적 요소가 순차적으로 결합

되어 하나의 완성된 기능을 이루게 되고, 그 기능체들이 전부 통합되어 최종제품을 

구성해 가는 경로를 명확히 제시하는 기능을 한다. 효과적인 작업세분화구조의 작

성을 통해서만 프로젝트가 갖는 작업범위의 명확화, 작업상호관련성의 복잡도 감소, 



- 35 -

여분의 비용 및 시간의 절감 등이 가능하게 되므로 WBS에 의하여 복잡한 대규모 

프로젝트를 구체적으로 명확히 파악하고 관리에 유효한 방향으로 이끌어 가는 방식

을 취하는 것이 프로젝트 성공에 필수적 이다. 

(2) 유형특성

       WBS를 작성하는 방법으로는 Top down방식을 취한다. 즉, 상위의 관리레벨에

서 점차로 낮은 작업레벨로 전개시켜가면서, 통제 가능한 레벨까지 떨어뜨려 간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전체를 소상히 파악하여 모든 계획관리활동을 빠짐없이 수행

시킬 수 있다는 점과 개별계획이 전체 계획과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가를 구체적으

로 알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이렇게 프로젝트를 세분화함에 있어서 세분화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해야하는

데, 이 기준의 선택에 따라서 WBS의 형태가 달라지게 되며 통상적으로 시스템형 

WBS, 사명형 WBS, 업무형 WBS로 구분된다.

(가) 시스템형 WBS : 프로젝트를 특정한 목적과 기능을 갖는 총합시스템으로 보고, 

그것을 몇 개의 부분시스템으로 나눈 후 개별 부분시스템에 대하여 다시 그 각각

의 부분시스템으로 나누어 가는 방법임.

(나) 사명형 WBS : 연구개발의 최종목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몇 개의 stage로 구분하

고 각 stage에서 요구되는 성능 내지는 성과를 사명으로 인식하여 그것에 따라 

세분해 가는 경우와 각 stage별 목적 내지는 용도를 사명으로 인식하여 세분화하

는 2가지 방법임.

(다) 업무형 WBS : 프로젝트를 동태적인 것으로 취급하여 그 업무활동을 시간진행의 

관점에서 세분화해 가는 방법임.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경우 첫째, 소수의 부분시

스템에 기술적 문제점이 발생하면 프로젝트 전체가 그것에 향을 받게 되며 둘

째, 가속기의 제작 가격이 천문학적인 수치이므로, 실물크기의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개별 부분시스템의 상세한 설계를 중시하며 셋째, 국책사업으로서 양성자가

속기의 건설이라는 확정적인 목표가 설정되어 있는 특성을 지님. 이러한 특성에 

따라 본 양성자 가속기 사업에는 시스템형의 세분화를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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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본 사업단 적용 WBS의 구성

① 개요

     우선 본 사업의 특성을 개괄적으로 분석하여 기본적인 WBS를 구축하 다. 그 

후, 본 사업과 유사한 미국 SNS와 본 사업단의 사업관리 특성 간 차이를 고려하여 

SNS의 사업관리 유사항목 중 누락 혹은 불필요한 항목을 찾아내어 수정을 하 다. 

다만, R&D활동의 특성상 통제 수준(level)의 세분화가 업무 수행 실적

(performance)의 증대로 반드시 직결되지는 않는 특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세분화

된 WBS구축은 지양하고 적정수준의 WBS가 되도록 하 다.

② 구성방안

   ￭  SNS와 본 사업단의 차이점 

        SNS는 R&D activity와 기타의 project activity를 구분하여 상호 독립된 WBS 

structure를 가지며, 기타의 project activity도 건설과 운 으로 나뉘어 독립적인 

체계로 관리된다. 이러한 기본적인 체계는 본 사업단과 유사하다. 그러나 본 사업

단의 경우 사업유치기관이 선정되어 본 사업의 일부로 참여하는 특성이 있다. 따

라서, 사업유치기관 관련 업무도 WBS구축시 고려하여야 한다. 한편, 건설관련 

WBS는 건설을 담당하는 연구과제 뿐만 아니라 차폐, 빔수송계 및 전력계통과 같

은 가속기제작관련 연구과제와 긴 히 interface가 발생하는 부분이므로 이 부분

에 대한 WBS는 이런 특성을 반 하여 보다 면 히 구성하여야 한다. 

   ￭  유효성(Efficacy)과 효율성(Efficiency)의 관리원리

         유효성과 능률성의 관리원리는 R&D관리의 기본 원리로서 능률성의 관리원

리는 어떻게 관리하면 적은 시간 적은 자본 적은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나타

낼 것인가에 대한 관리원리이며  유효성의 관리원리는 설정된 목표달성에 초점

을 두는 관리원리임.

   ￭  WBS 분류 시 깊이(depth)의 설정

         유효성과 효율성의 원리를 고려하여 관리수준의 결정을 통해 WBS분류의 깊

이(depth)를 결정하 다. 즉, 본 사업단에 필요한 WBS를 대분류한 뒤, 각각의 

대분류 하위의 상세분류에 있어서 분류의 깊이(depth)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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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성과 효율성의 관여 정도를 택한 것이다. 

         우선 유효성과 능률성을 각각 고수준과 저수준으로 나누어 2 by 2 matrix에 

의하여  4개의 역을 아래 그림과 같이 생성시켰다. 그리고 대분류된 최상위 

WBS를 각각의 성격에 맞게 4개 역 중 적합한 곳을 택하여 배치시켰다. 각 구

역마다 하위 WBS 깊이(depth)는 아래그림과 같다. 즉, 유효성 측면에서도 중요

하고 능률성도 향상시켜야 하는 WBS인 경우에는 세분화 역에 배치되며, 이 

역에서는 하위 WBS를 보다 상세하게 구축한다. 따라서 WBS의 깊이가 깊다. 

그러나 유효성고 능률성 측면에서 중요도가 떨어지는 WBS는 단순화 역에 속

하게 되며, 하위 WBS의 깊이도 얕고 동일 수준에서의 WBS 숫자도 작다. 중간

역은 유효성과 능률성 중에서 한 가지만 중요한 WBS로서 하위 WBS의 깊이

는 중간규모이다. 

         

<그림 13> 유효성과 능률성 정도에 따른 

WBS의 세분화 깊이(depth) 설정

유

효

성

(고)

(저)

중간 역 세분화 역

단순화 역 중간 역

(저)                          (고)

능 률 성

   ￭  연구자의 작업능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supporting)활동과 과제의 납기일을 맞추

기 위한 통제(controlling)활동을 고르게 구성하 다. 통제활동은 연구자의 연구 

환경 개선과 연구 지원활동의 증대, 중점사항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연구자

의 활력을 높여주고자 하는 것에 목적을 두어, 통제활동 자체가 단순한 요식업무

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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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WBS구축 후 활용방안

   ￭  WBS는 project의 세부 업무 범위를 구분하고 업무의 구성단위 및 책임사항을 

설정하는 기초 데이터로 활용

   ￭  사업 공정, 진도 및 예산관리의 기초데이터이며 문서 및 자료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활용

④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Work Breakdown Structure 수립4) : 사업공정

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321개의 WBS(Work Breakdown Structure)의 구축하

고, 각 년도마다는 WBS의 하위에 Level 2수준까지의 세부 Activity를 구축하 다. 

기본적인 WBS 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다. 각 연도별로 구축된 Activity는 진척률관

리와 작업에 대한 책임 및 권한 부여를 위한 기초 자료이므로, 각 년도 초에 설문

과 면담을 통해 핵심 Activity의 내용과 각 Activity간의 가중치 결정 및 최종 결과

물을 규명하 다. 

 

<그림 14> PEFP WBS 기본 체계

4)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2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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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과제의 개별 진척률 변동이 사업전체의 각 년도 진척률로 반 되고, 최종적

으로 10년 전체 프로젝트 기간 대비 진척률로 연동이 될 수 있도록 진척률 연동 로

직을 설계하여 통합시스템에 프로그래밍 하 다. 이와 같은 사업체계(WBS)에 따라 

각 연구과제별로 구분된 업무에 하위 Activity가 부여되며, 부여된 Activity는 진척

율관리, 이슈관리, 연구성과물 관리 등에 적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나. 각 연차별 Activity 구축

      본 사업은 개별과제의 특성 및 사업의 장기성으로 인해 전체 10년 마스터 WBS

를 바탕으로 매년도별 WBS 10년 분을 1차년도 시점에서 일괄적으로 규명할 수가 

없다. 따라서, 매년도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당해연도에 대한 WBS를 규명하여 통합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렇게 입력된 WBS와 Activity를 바탕으로 각 과제의 

진척률과 당해연도 진척률, 나아가 10년 전체의 마스터 스케줄상의 진척률이 연동

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2차년도 개시시점에 본 과제에서는 사업단내 각 과제 책임

자들을 상대로 2차년도 WBS와 산출물, 예산 내역, Activity 및 WBS간의 네트워크

를 조사하 고, 이를 바탕으로 2차년도 통합시스템 예산관리, 진척률관리를 운 하

다. 

(1) 기존 사업관리 Activity(10년 간)의 특성

      과제계획서 상에 설정된 Activity들이 과제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수행기간과 

서로 다른 Activity의 레벨을 가지고 있어서 이들 Activity를 아무런 구분과 분류 

없이 관리하게 된다면 비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특

정기간 특정레벨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Activity들을 분류하며, 추후 확

장이 가능한 형태로 재정리하여야 함.

      먼저 수행기간 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사업단의 전체 Activity는 총사업기간(10

년) Activity, 1단계(3년)에 대하여 세분화된 Activity, 과제에 따라 3년 이하의 기간

동안 수행할 Activity로 각각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각각의 수행기간에 따라 규정

된 Activity들은  전체 10년의 사업기간 측면에서 바라볼 때 동일한 Activity임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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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구하고 중복되어 명시되고 관리되는 문제가 있음.

   또한 Activity의 레벨 측면에서 볼 때, 전체 17개의 사업단 과제들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가속장치 개발분야」, 「장치응용 및 빔 이용 분야」, 「통합시스템 및 

기술지원분야」의 3가지 분야로 분류될 수 있으며(「시설설치 및 건설공사」를 포

함시킬 경우 4가지 분야로 분류됨), 이들 과제는 다시 위탁과제를 가지고 있어서 

만일 이들 Activity들을 모두 관리하게 된다면 Activity 레벨의 일관성이 떨어져 관

리의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과제계획서를 근거로 하여 동일 수행시간, 동일 

레벨의 Activity들로 구분하고, 추후 단계별, 연도별 세부 Activity는 일정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세분화된 Activity를 추가하여 관리하는 방법을 취하고자 한다.

(2) Activity 분류 방안

   ￭  수행 시간 측면 :  전체 세부과제의 수가 확정되어 있어 추가되지 않는 현 사업

단의 상황에서, 1차년도 종료과제는 10년 간 계속 관리할 필요가 없으며, 더욱이 

1차년도 과제가 대다수 10년 간 과제에 중복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중복 

Activity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과제계획서 상의 전체 Activity를 관리할 

경우 관리의 비효율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사업을 전반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10년 간의 Activity로 

PERT/CPM 입력 Activity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된다.

   ￭  과제 레벨 측면 : 각 시스템간 Activity 균형 조정이 필요함.

         기존의 Activity를 살펴보면 「가속장치 개발분야」와 「통합시스템 및 기술

지원분야」는 「장치응용 및 빔 이용분야」와 동일한 레벨에서 Activity의 수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장치응용 및 빔 이용분야」에 세부과제와 위

탁과제가 많기 때문이며, 이들 위탁과제는 상위과제의 하위 Activity로 규정하여 

분야간 밸런스를 조정함. 이것은 위탁과제의 중요성을 낮게 보아 관리상의 우선

순위에서 제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균형 있는 관리를 통하여 전체시스템상

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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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0년간 사업추진을 위해 구축된 Activity체계 

   10년간 사업추진을 위해 구축된 Activity 테이블의 간략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표 8> 10년간 사업추진을 위해 구축된 Activity 현황

구분 System 기술분야 세부과제 1차 레벨 2차 레벨

10년
가속장치
개발분야

6 13 13 34

〃
장치응용 및
빔 이용분야

7 17 17 31

〃
통합시스템 및
기술지원분야

1 3 11 37
 

      1단계 3년 간 세부 Activity는 사업통합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적으로 세분화

하여 작성하기로 하며, 각 단계 시작 시점 이전에 해당 단계의 Activity를, 매년 말 

다음연도 Activity를 추가하여 일정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도록 한다. 최종적으로 구

축된 Activity체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5> Activity 구성 체계

A N N NN AN N

WBS Activity
No.

산출물
종류

A

작업
년차

N

WBS
Seq.
No.

A N N NN AN N

WBS Activity
No.

산출물
종류

A

작업
년차

N

WBS
Seq.
No.

<표 9> 산출물 구성체계

기호 산출물 기호 산출물

A  논문 M  절차서

C
 프로시딩
 (워크샵/세미나)

P  계획서

D  도면 R  보고서

H  산출기자재 T  설계문서

I  보고서(초안) Y
 대표산출물과 연
결된 Activity

L  특허 Z  산출물 없음

                  (예) A11 201 A 01 T 
              ☞ A-1-1과제의 201 WBS(Injector)(A11201)

            ☞ 1차년도(A)
            ☞ 0번 WBS (숫자 0 부터 문자 Z까지 사용)
            ☞ 1번 Activity (숫자 0 부터 문자 Z까지 사용)
            ☞ 산출물 설계문서(T;산출물 분류체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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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출물이 없는 Activity (산출물 종류　Z　와　H)는 진척율관리 프로그램에서 진척

률 　100%　를 입력한다. 해당 Activity의 완료일자는 100%　를 입력하는 일자를 적

용한다. 하나의 산출물에 여러Activity가 소속되어 있는 경우 대표Activity에 산출문서

를 연결하고, 나머지 관련Activity (산출물 종류　Y)는 문서관리 프로그램에서 대표산

출물의 승인시에 완료처리 되도록 한다.

   WBS Code는 매년 새로 부여한다. 연속적인 WBS인 경우에도 WBS Code에 새로

운 연차를 적용한 Code를 부여한다.

다. 사업 총괄 진척관리 및 과제진척관리

   월별 누적 진척률(목표)을 설정하고,  세부과제의 Activity 진척률 입력하면, 당해 

년도 사업 진척률, 당해 단계 사업 진척률, 사업 전체 진척률이 실시간으로 자동 계산

되어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상에 표시되도록 구현하 다. 1단계 종료일 현재 각 연차별 

목표 및 단계 목표는 아래 그림과 같이 모두 100% 완료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다만, 

본 사업의 사업부지선정이 원전수거물관리센터부지선정과 연계됨에 따라 관련 

Activity는 사업 2단계 업무로 이관한 상태이므로 본 진척률 집계에는 제외시킨 상태

이다. 

<그림 16> 1단계 연차별 사업진척률(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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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사업전체기간 대비 1단계 연차별 진척률(누적)

        

<그림 18> 당해연도 사업진척률(3차년도의 경우)

       

 

라. 사업부지선정지연에 따른 마스터 스케쥴 조정

      본 사업에 대한 사업유치기관선정과 원전수거물관리센터선정사업이 상호 연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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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사업 지연요인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변경된 본 사업의 향후 일정계

획은 공사단축 등의 만회계획을 아래 그림과 같이 수립 완료하 다. 따라서      

2005년 12월 최종 사업유치기관 선정이 완료되면, 이에 맞추어 사업 2단계 기간 중

에 만회 계획에 따라 사업부지선정 및 건설공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현재 원

전수거물관리시설사업과의 연계로 인한 사업지연내용 및 만회계획에 대한 검토 결

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또한 상세 건설공사 만회계획은 “건설공사관리” 과제에서 

수립 시행중에 있다.

  

<표 10>  사업지연에 따른 만회계획

업무구분 사업지연 만회계획

1. 총 사업기간

- 12년 6개월
  (당초계획대비 2년6개월 증)

- 10년 (당초계획대비 동일)
 ▷설계 및 공사기간 :1년6개월
 ▷가속기 시운전 : 1년 단축

- 부대시설 준공 : 2008.12 - 부대시설 준공 : 2007.12

- 가속장치 이전 : 2009.12 - 가속장치 이전 : 2008.6

- 사업완료 : 2014.12 - 사업완료 : 2012.6

2. 빔 인출 및 
  이용연구 활용

- 20MeV 빔  : 2009.12
  100MeV 빔 : 2012.12
 (당초계획대비 2년6개월 지연)

- 20MeV 빔  : 2008.6
  100MeV 빔 : 2011.6
  (당초계획대비 1년 지연)

3. 추가예산 산정 - 약 300억원 예산 추가 - 약 100억원 예산 추가

4. 사업추진 방안

- 사업부지 확정 후 :
   부대시설설계 → 부지매입  
   → 건설공사 수행
   (2년 6개월 지연)

-사업부지 확정 전 :
 부대시설 설계, 부지매입 등
 (1년 사업 만회가능)
-사업부지 확정 후 :
  건설공사 수행 
  (6개월 사업 만회 가능)

- 사업유치기관, 사업단업무
   구분하여 추진
  ▷사업유치기관업무지연 시
    추가 사업지연요인 발생

- 사업유치기관, 사업단업무
   단일화 체제구축
  ▷사업지연요인 사전예방

- 부대시설 건설공사 비용
  ▷사업유치기관 투자

- 부대시설 건설공사 비용
  ▷정부에서 투자방안강구

5. 추진방안 
  민감도 및 
  위험요소 분석

- 사업부지 선정 후 업무수행
  으로 위험요소 최소

- 사업만회 전제/이행조건
  불만족 시 만회계획 수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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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당초 계획 대비 만회 계획 

건설공사

가속장치
개발당

초
계
획

‘11.7-
‘12.6

‘10.7-
‘11.6

‘09.7-
‘10.6

‘08.7-
‘09.6

‘07.7-
‘08.6

‘06.7-
‘07.6

‘05.7-
‘06.6

‘04.7-
‘05.6

‘03.7-
‘04.6

‘02.7-
‘03.6

3단계(’09～’12)2단계(’06～’08)1단계(’02～’05)
사업내용

건설공사

가속장치
개발당

초
계
획

‘11.7-
‘12.6

‘10.7-
‘11.6

‘09.7-
‘10.6

‘08.7-
‘09.6

‘07.7-
‘08.6

‘06.7-
‘07.6

‘05.7-
‘06.6

‘04.7-
‘05.6

‘03.7-
‘04.6

‘02.7-
‘03.6

3단계(’09～’12)2단계(’06～’08)1단계(’02～’05)
사업내용

부지선정 설계 부대시설 공사 가속터널 갤러리 공사

가속기 이전설치
20Mev 
빔인출

20Mev 
빔인출

100Mev 
빔인출

100Mev 
빔인출

20 MeV 60 MeV 100 MeV

건설공사

가속장치
개발만

회
계
획 건설공사

가속장치
개발만

회
계
획

부지선정

개념/기본설계

부대시설/가속기터널공사

가속기 이전설치 20Mev 
빔인출

20Mev 
빔인출

100Mev 
빔인출

100Mev 
빔인출

20 MeV 60 MeV 100 MeV

상세설계

 

마. 사업 Critical Path 공정관리 및 기술자료관리

(1) 사업 Critical Path 공정관리

      통합시스템 공정관리에서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PERT/CPM에 의한 Critical 

Path의 집중적 관리와 이슈사항의 조기 발견을 통한 유관 과제간의 효과적인 대처

이다. 즉, 특정과제에서 발생한 이슈로 인해 향을 받을 수 있는 타 과제를 신속히 

규명하고 이슈발생과제와 이슈에 의해 향 받는 과제가 통합시스템상의 사이버 공

간에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여 이슈의 원인과 대책 및 책임규명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슈발생시 메일발송 기능을 통해 소속 과제원 및 팀장

급, 시스템 관리자들에게 자동으로 통지가 되며, 당해 이슈에 의해 향 받을 것으

로 예상되는 사람에게도 지정하여 선택적으로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

다. 또한 이렇게 시스템에 등록된 이슈는 권한설정에 관계없이 전원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 발생된 이슈가 자기과제에 미칠 향을 파악하여 자발적으로 지연

향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 다. 이슈발생과제에서는 이러한 지연 향에 대하여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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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어떻게 조치하여 줄 것인지를 역시 시스템상에 기록을 남겨야 하며, 사업단은 

이러한 이슈의 제기와 지연 향 및 대처 방안 등의 이슈관련 기록들에 대하여 평가

를 남기도록 이슈관리기능을 수정하 다. 

<그림 19> 이슈등록 및 조치평가 기능

     이처럼 이슈의 발생에서부터 소멸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스템상의 사이버 공간에

서 실시하므로 관련 당사자들의 명확한 책임소재 규명에 도움이 되며, 이슈해결노

력이 문서화되어 보존된다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사이버 공간에서의 자발적인 이슈해결에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도록 

하여 명시적인 관리적 클러스터(Managerial Cluster)를 복잡하게 규정하지 않고서도 

상호 연관과제간의 긴 한 협조체계 및 이슈의 조기발견과 신속한 후속조치를 기대

할 수 있게 되었다. 1단계 동안 총 21건 이슈가 등록되어 1단계 종료시점 현재 모

두 해결되었다.



- 47 -

      

<그림 20> 이슈처리 절차

특 정 A c tiv ity
지 연 예 상 사 항 발 생

이 슈 내 용 , 지 연 영 향 , 
및 완 료 일 입 력

지 연 영 향 관 련 과 제 및
사 업 단 자 동 통 보

사 업 단 의 이 슈 사 항 검 토 및
승 인 여 부 결 정

향 후 조 치 발 생 시 입 력

사 업 단 의 향 후 조 치 사 항 검 토

이 슈 해 결

< 세 부 과 제 > < 사 업 단 >

이 슈 해 결 승 인

특 정 A c tiv ity
지 연 예 상 사 항 발 생

이 슈 내 용 , 지 연 영 향 , 
및 완 료 일 입 력

지 연 영 향 관 련 과 제 및
사 업 단 자 동 통 보

사 업 단 의 이 슈 사 항 검 토 및
승 인 여 부 결 정

향 후 조 치 발 생 시 입 력

사 업 단 의 향 후 조 치 사 항 검 토

이 슈 해 결

< 세 부 과 제 > < 사 업 단 >

이 슈 해 결 승 인

      

<표 12> 이슈처리 현황

구분 건수

총 이슈 21

해결된 이슈 16

진행중인 이슈 5(1단계 완료시점에서 종료처리될 예정)

원인 건수

세부과제 자체지연 6

타과제 지연영향에 의한 지연 7

사업단 외부 영향에 의한 지연 8

(2) Project Numbering System 작성 및 운

(가) 목적 : 프로젝트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숫자나 문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로 인해 저장정보의 보존과 검색이 

용이해지며 프로젝트에 관계된 모든 작업들을 보다 용이하게 규명하고 관리할 수 

있다. 본 사업단에서 프로젝트를 관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WBS(Work Breakdown 

Structure)는 Project numbering system을 수립함에 있어서도 필요하다.  

(나) 구성 : 일반적으로 numbering system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양성자기반공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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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개발사업단에서 사용하는 numbering system은 총 5개의 structure로 구성되어 

있다.(Document numbering structure, Drawing numbering Structure, Component 

& Material numbering structure, Procurement specification numbering 

Structure, Vendor Document Numbering structure)  

(3) 사업 기술자료 관리(사이버 자료실)

    Project Numbering System을 이용하여 각종 자료에 코드를 부여하고 사이버자

료실을 통해 효율적 공유 및 관리를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서버의 파일 업

로드 및 다운로드상의 load balancing상태를 점검 후 보완조치를 완료하 으며, 현

재 사이버 자료실 구축이 완료되어 및 운  중이다. 각 과제의 연구결과로 생성된 

기술문서들은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성과관리에 등록됨과 동시에 사이버 자료실에 

등록하도록 유도하여 지식이 생성된 뒤 조직 내에서 공유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 지

식경 (Knowledge Management)의 기본 토대를 마련하 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사업조직 및 책임절차서, 사업절차서 관리절차서, 사업문서관리 

절차서, Project Numbering, Correspondence 문서관리절차서, 기술문서 검토승인 절

차서 등의 각종 사업절차서를 2차년도에 작성하여 자료실에 등재하 다.

     

<그림 21> 사업 사이버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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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가속기 인허가

1. 100KeV 이온주입기 인허가 

   100KeV 이온주입기에 대한 인허가 준비는 검사 요건 수립을 완료하 으며 실용화

팀이 개발 중인 이용기날 이온주입기에 대한 인허가는  허가기관(KINS)과 인허가 관

련업무 사전협의를 통해 “사용신고대상 품목”으로 확정하 으며, 필요한 절차에 따라 

사용신고를 마친 상태이다.  기업체로 이전 설치 시 인허가 서류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상용화를 대비하여 시설 및 인력확보방안 추진하 다.

<표 13> 원자력 관련법규의 인허가 요건 검토 및 준비

양성자 가속기의 

 원자력법에서의 적용

“방사선 발생장치”

￭ 근거 :  원자력법 제2조 9항,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과기부고시 제2001-9호

인허가 제출서류 

(원자력법 제65 - 71조, 

과기부고시 제2001-9호)

￭ 사용신고신청서, 방사선발생장치의 명세서, 사용시설등 주변

환경의 현황에 관한 설명서, 

￭ 방사선기기 설치 및 운 절차, 방사선 기기의 시험, 유지 및 

보수절차, 보상규정 등

사용 전 검사 

(원자력법 제67 및 73조, 

과기부고시 제2001-9호)

￭ 기기 및 시설의 제작 및 사용 전 검사 수검

2. 20MeV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준비

   20MeV/100MeV 가속기인허가 업무는 원전수거물관리시설사업 연계로 사업지연이 

발생되어 우선 20MeV 가속장치 및 이온 주입기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정립하고, 사업

부지 선정 및 관련 설계가 완료되는 데로 인허가를 취득함에 지장이 없도록 업무를 추

진하 다. 사전에 관련법규 요건 및 절차를 숙지하여 원자력 관련법에 따른 방사선 안

전관리 규정준수 및 설계반 여부 (차폐설계 및 구조건전성 등), 양성자 가속기 설치, 

운전, 시험, 유지 보수 등의 절차수립 및 준수여부 등 원자력 인허가 예상 중점검토 사

항을 중점적으로 준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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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부지 선정 및 관련 건물의 설계가 종료되면 2단계에서는 이온주입기(6대) 인허

가 취득할 예정이며, 양성자 가속기의 인허가는 2단계로 나누어 20MeV 가속기의 인허

가 절차를 먼저 실시하여 20MeV 운전을 하도록 하며 후에  3단계에서는 100MeV 양

성자 가속기 인허가를 100MeV 운전 전에 취득할 예정이다.

가. 가속기 인허가 요건 검토

(1) 양성자가속기는 원자력법 제2조 9항, 원자력법 시행령 제8조 및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9호에 의해 “방사선 발생장치”에 해당되며, 원자력법 제65조에 따라 관련

된 인허가를 취득하여야 한다.

(2) 상기의 관련법에 의해 아래의 인허가 제출서류를 작성하여야 하며 또한 관련 장치

의 사용전 검사를 수검하여야 한다.

<표 14> 인허가 제출서류 목록

인허가 제출서류

① 사용허가신청서, 보상 규정 및 필요한 인력과 장비의 구비 입증 서류

② 설계승인신청서, 안전성평가자료, 방사선기기 설치 및 운 절차, 방사선기기의 시험, 

   유지 및 보수절차

③ 품질보증계획서

④ 방사선 안전보고서

⑤ 안전관리규정

(3) 양성자가속기 인허가를 위해 기술검토 및 안전성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는 중점항

목으로는 아래의 사항을 예상하며, 이를 중심으로 인허가 제출 서류의 작성, 허가 

및 취득을 추진할 예정임

- 원자력 관련법에 따른 방사선 안전관리 규정 준수 및 설계반  여부(차폐설계 및 

구조 건전성 평가 등)

- 양성자가속기 설치, 운전, 시험, 유지, 보수 등의 절차수립 및 준수 여부

(4) 국내에서 선행사업으로 추진하 던 포항 방사광가속기, 원자력병원의 Cyclotron, 

Eb-Tech 전자가속기 및 기타 병원의 의료장비 등 다수의 인허가 업무가 수행된 

바 있어 이들의 인허가 절차 및 기준을 활용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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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업 품질관리

1. 사업 품질관리 요건

   원자력법 제 72조 및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2호에 의거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

행하 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선형 양성자가속장치 및 빔 이용장치의 설계, 

제작, 설치, 공사 및 시운전의 전주기 관리를 필요로 하므로 이러한 업무의 수행과정에 

있어 품질보증업무가 수반되어 사업의 신뢰성 및 기기의 성능보증을 확보하고 나아가 

사업의 수행을 이루고자 한다.

   사업의 품질보증 업무의 수행을 위한 기본 전략은 사업품질보증계획서에 의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다. 즉, 사전에 미리 체계적으로 수립된 계획과 절차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품질보증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 다. 품질보증의 범주는 

기기 제작 관련 품질관련 업무, 기술문서 관련 품질관리업무, 공사 관련 품질관리업무, 

인허가에 필요한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 및 운 업무 등이다.

2. 사업품질보증계획서 작성

가. 사업품질보증 계획서 (2003.3 : Rev.0) 작성

    - 원자력법 제 72조에 의거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요구 

    - 과학기술부 고시 제 2001-22호 『방사선기기의 설

계승인 및 검사에 관한  기준』의 기술 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품질보증활동 수행 요건을 기술

나. 사업품질보증 계획서 개정내용 (2003. 12, Rev.1)

    - 사업단 조직 변경에 따른 계획서 업무 내용 개정

    - 품질보증계획 적용되는 부서 명기 : 가속기개발팀 

관련업무 및 과제, 가속기건설팀 관련업무 및 과제 
<그림 22> 품질보증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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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품질보증계획서의 목차와 내용

 
<표 15> 품질보증절차서 목차

장 제목 장 제목

제 1 장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제 7 장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제 2 장 품질보증 계획 제 8 장 품목의 식별 및 관리

제 3 장 설계관리 제 9 장 특수작업의 관리

제 4 장 구매서류관리 제 10 장 검사

제 5 장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제 11 장 시험관리

제 6 장 서류관리 제 12 장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 품질보증체제의 조직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품질보증기능을 수행하는 각 조직의 권한, 임무 

및 책임에 대하여 기술하 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품질보증기능을 수행

하는 모든 종사자는 품질보증계획서를 준수하여야 하며, 각자의 업무에 대한 품질

확보의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 다. 

      품질보증조직은 다음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권한과 조직상의 독립성을 

가져야함을 규정하 다.

  - 품질보증계획의 수립 및 이의 실행에 대한 확인

  - 품질에 향을 미치는 활동에 대한 확인

  - 품질문제에 대한 인식 및 이의 제기

  - 품질문제에 대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제시 및 이행여부 확인 

(2) 품질보증계획

  - 가속장치의 설계, 제작 및 설치업무 및 가속기 장치 지원 및 관계시설 설계 및 

건설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제반 품질목표가 만족스럽게 수행됨을 보증하기 위하

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품질보증체제에 대한 관리방침을 규정함.

     - 본 품질보증계획은 가속기장치의 안전관련 품목 및 완제품에 대하여 적용함.



- 53 -

(3) 설계관리

     - 가속기장치의 설계업무와 관련하여 설계기준, 해당 규제요건과 같은 제반 설계

요건이 시방서, 도면, 절차서 및 지시서 등에 정확히 반 되었음을 보증하기 위

한 설계관리요건을 기술함.

     - 설계입력관리, 설계중첩관리, 설계확인, 설계변경관리 등에 관하여 기술.

(4) 구매서류관리

     - 가속기장치 제작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품질에 향을 미치는 품목 및 용역

에 대한 구매서류에 관련 규제요건, 설계요건 및 품질요건 등이 적절히 반 되

었음을 보장하기 위함.

     - 구매서류 작성, 구매서류 검토 및 승인에 대한 세부절차 규정함.

(5)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

     - 가속기장치의 제작 및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품질에 향을 주는 업무를 지침

서, 절차서 및 도면 등에 적절히 기술하여 관련업무가 이에 따라 수행됨을 보

장하기 위한 지침서, 절차서 및 도면 등의 관리 요건에 대하여 규정함.

     - 품질에 향을 주는 활동은 지시서, 절차서 및 도면으로 작성하여 이에 따라 

수행하여야 함.

(6) 서류관리

     -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를 명시하고 있는 문서의 내용이 해당업무를 수행하

는 요원에게 정확히 전달되어 이행되고 있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

     - 품질에 향을 미치는 서류가 품질요구사항을 적절히 포함하고 있음을 보증하

기 위하여 서류에 대한 작성, 검토, 승인, 배부 및 개정 등은 수립된 절차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함.

(7) 구매품목 및 용역의 관리

     - 가속기장치의 제작과 관련하여 안전관련 품목의 자재, 기기 및 용역의 구매가 

구매서류의 요건과 일치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기 위한 구매관리 요건을 규정

함.

     - 자재, 기기 및 용역을 구매하는 경우 이들 구매 품목 및 용역이 구매 문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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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 관련 절차를 작성하도

록 규정.

     - 공급자 평가 및 선정

     - 공급자가 작성한 품질보증자료의 검토 및 평가

     - 공급자에 대한 검사

     - 인수검사 : 자재 또는 기기를 사용하거나 설치하기 전에 이들이 규격, 기준 등 

당초에 작성한 구매요건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도록 규정.

(8) 품목의 식별 및 관리

     - 가속기장치의 제작과 관련하여 자재, 기기 및 부품에 대한 식별 및 관리 요건

을 규정

     - 가속기장치 제작자는 사용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재의 사용을 예방하기 이하여 

이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이행하도록 규정.

     - 부분조립품을 포함한 모든 자재 및 기기에는 제조번호, 품명, 규격 등을 기재한 

식별표지를 부착하여 활용하도록 규정.

(9) 특수작업의 관리

     - 제품의 검사 또는 시험으로는 규정된 품질확인이 어려운 용접, 열처리, 비파괴

검사 등과 같은 특수작업이 수립된 절차 등 시방서의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되

었음을 보장하기 위한 특수작업의 관리요건을 규정.

     - 검사를 받아야 할 제작공정에 대하여는 검사일시, 검사자의 성명 및 서명,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내용 등을 문서화하고 품질보증기록으로 분류하여 보존하도

록 규정.

(10) 검사

     - 품질에 향을 주는 활동이 관련 문서에 적합하게 수행됨을 확인하기 위한 검

사관리 요건에 대하여 규정.

     - 관련 절차서와 해당 설계기준의 요건에 적합하게 수행되었는지를 공정별 검사

계획 수립 및 이행으로 파악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입회점 및 검사자의 요

건, 검사활동내용 및 방법의 선택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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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시험관리

     - 가속기장치 제작과 관련하여 해당 품목이 규정된 요건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

기 위한 시험관리 요건을 규정.

     - 시험은 시방서 및 설계기준에서 요구한 조건과 기수립된 시험절차서에 따라 실

시하여 함.

     - 시험절차서의 작성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규정.

     - 시험결과를 문서화하여 품질보증기록으로 보존할 것을 규정.

(12)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 가속기장치 제작과 관련하여 품질에 향을 미치는 업무에 이용되는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

     - 품질에 향을 미치는 활동에 사용되는 공구, 계기, 계측기 및 시험장비는 요구

되는 정 도, 목적, 사용빈도, 안정도 및 측정에 향을 주는 조건을 고려하여 

교정주기를 설정하고 주기적인 교정을 받아야 함을 규정.

3. 사업 품질보증절차서 작성

     - 사업품질보증 절차서 발행 (2003.12 : Rev.0) : 사업단 품질보증 체제 구축 완료

     -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른 16개항 품질보증절차 수립, 품질보증 활동 업무명기

<표 16> 품질보증계획 요건에 따른 14개항의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조항 제목 항 제목

<그림 23> 품질보증절차서

QAP 2.1 품질보증계획서의 작성 및 관리 QAP 11.1 시험관리

QAP 2.2 품질보증절차서의 작성 및 관리 QAP 12.1 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QAP 3.1 설계관리 QAP 14.1
검사, 시험 및 운전의 상

태

QAP 4.1 구매서류관리 QAP 15.1 부적합한 품목의 관리

QAP 6.1 서류관리 QAP 16.1 시정 조치

QAP 7.1 구매품목 및 용역관리 QAP 17.1 품질보증기록

QAP 

10.1
검사계획의 수립 및 관리 QAP 18.1 품질보증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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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품질보증 관리업무 수행

가. Q. A Survey 실시

   각 세부과제별 품질보증체제 및 이행준비상

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각 과제별로 개별 방문

을 통한 Q. A Survey를 실시.

   - 가속기개발 9개 과제 (철원, 포항, 대전)

   - 가속기건설 2개 과제(대전)

<표 17> Q.A. Survey 주요 결과

설계

￭ 설계관리절차(QAP-3.1)준용 : 도면 표준화, 설계계산, 시방서, 도면양식

￭ 도면관리대장(QAP-6.1)준용 : 작성된 도면 등록, 관리

￭ 서류등록대장(QAP-6.1)준용 : 설계시방, 계산서 등록, 관리

 *설계문서 Project Numbering System 적용

구매

￭ 구매서류 요건(QAP-4.1)준용 : 구매 시방서 작성, 관리

￭ 인수검사보고서(QAP-7.1)준용 : 구매품 및 시방에서 요구한 서류 구비확인

 *주요품목은 검사점 선정 및 공장입회 검사수행

조립 및 

시험

￭ 검사계획서(QAP-10.1) 준용 : 검사점 선정

 *검사계획서에따른 조립/시험수행

나. Q. A. Audit 실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에 대한 책임과 권한은 통합사

업관리시스템 및 기술지원분야 책임자에게 위임된다. 따라서, 품질보증계획서의 요건에 

따라 품질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절차 수립 및 시행 등 제반 조치사항을 실시하는데 

주력 다. 사업 3차년도에는 사업 품질보증절차의 이행을 점검하여 각 과제들의 품질

보증체제의 수행 실태를 파악하 다(Q. A. Audit). 그 결과  서류관리에 있어서는  서

<그림 24> Q A.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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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작성, 검토, 승인 서명 및 서류 등록대장 관리가 미흡하 으며, 도면관리는 품질

품목 도면의 독립검토 및 Project Numbering 절

차서의 미적용이 있었다. 구매 관리 분야에서는 

검사계획서의 미 수립 및 검사결과 문서화 미흡, 

인수검사보고서 작성미흡이 문제점을 파악되었

다. 성능시험관리 분야에서는  성능시험절차서 

및 시험보고서 작성이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어 

이를 지적하 으며, 향후 시정조치요구서의 발행

과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권고하 다. 

   - 가속기개발 11개 과제 (철원, 포항, 대전)

   - 가속기건설 2개 과제(대전)

<표 18> Q. A Audit 주요 결과

감사

결과

￭ 서류관리 

  - 서류의 작성, 검토 승인 서명 및 서류 등록대장 관리 미흡

￭ 도면관리

  - 품질품목 도면의 독립검토 및 Project Numbering 체제 미적용

￭ 구매관리 

  - 검사계획서 미수립 및 검사결과 문서화 미이행

  - 인수검사보고서 작성 미흡

￭ 성능시험관리

  - 성능시험절차서 및 시험보고서 작성 미흡

조립 및 

시험

￭ 이행상태가 미흡한 사항에 대한 교육

￭ 시정조치 요구서 발행 및 개선 권고

다. System Integration 품질관리

   2005년 1부터 6월까지 가속기 시제품제작 관련과제의 성능 및 인수확인을 위한 

System Integration 품질관리를 아래와 같이 추진하여 개별과제의 품질보증활동 뿐만 

아니라 사업전체 관점에서의 통합적인 품질보증관리활동에도 만전을 기하 다.

   - 가속기에 설치되는 시제품제작 관련과제의 성능 및 인수확인을 위한 품질보증 관

리업무 중점 수행

<그림 25> Q. A. Au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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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속기개발 4개 과제

     ￭ 포항가속기연 3개 과제

     ￭ KAPRA 1개 과제

   - 인수검사 (QAP - 7.1)

     ￭ 각 과제에서 제작한 단위 품목 인수

     ￭ 사업단 품질보증절차서에 규정된 인수검사서 양식에 의거 인수검사 실시

     ￭ 최종제작 도면, 시험보고서(자체시험 and/or 공급자 시험), 자재성적서 등 확

인

     ￭ 품질보증요원 입회 하에 요구되는 성능시험 수행

   - 조립 및 종합성능시험 (QAP - 10.1 / 14.1)

     ￭ 조립절차서 및 종합성능시험절차서 작성

     ￭ 종합 성능시험계획 수립

     ￭ 작성된 절차서에 의거 조립 및 성능시험 수행

     ￭ 수립된 성능시험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요원 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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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사업 국제협력

정부 차원에서의 미국, 일본, 중국과 국제기술협력을 추진 중인 바, 미국 SNS, 중

국 IHEP, 일본 JAERI/KEK 측과 협력약정을 체결하여 관련업무를 추진하 다. 

스위스 PSI와는 중성자 생산 액체 표적시스템의 공학적 타당성연구 (MEGAPIE)

프로젝트에 공동참여 하고 있다. 이외에도 제4차 OECD/NEA HPPA 워크샵 및 제7, 

8차 양성자가속기 워크샵을 추진하 으며, 제1,2회 국제자문위원회(IAC)를 개최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검토 및 자문과 국제협력에 대한 다양한 의견 교환을 지원하 다. 

1.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유지업무

정부 차원에서의 미국, 일본, 중국과 국제기술협력을 추진 중인 바, 미국 SNS 

Project 와는 ‘B-1-24 : Proton Accelerator and Application’의제로, 일본의 

JAERI/KEK J-Parc Project와는 ‘ Proton Accelerator and its Application 

Technology’의제로,  중국 IHEP와는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Proton Accelerator and its Application 

Technology’의제로 각각 기술협력을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표 19> 외국기관과의 기술협력 현황 요약

한미
협력

￭ 한미 원자력 공동 상설위
  -미국 SNS Project 등 가속기 기술협력 추진 중
  -의제 : B-1-24 : Proton Accelerator and Application
    1) Project Technological Review
    2) Accelerator Technology Development
    3) Joint Development of Accelerator Application
    4) User Exchange Program

한일
협력

￭ 한일 기술협력 추진
  -일본 JAERI/KEK J-Parc Project와 기술협력 추진 중
  -의제 : Proton Accelerator and its Application Technology
    1) Information Exchange    
    2) Mutual Visit by both side

한중
협력

￭ 한중 원자력 공동위 추진
  -중국 IHEP와 기술협력 추진 중
  -의제 : B-4 : Development of Advanced Accelerator Technology                
           and Its Application Proton Accelerator and its Applica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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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미국

(1) 한미 원자력 공동 상설위

  - 미국 SNS Project 등 가속기 기술협력 추진 중(빔 튜닝실험 참가 등)

  - 의제 : (B-1-24) Proton Accelerator and Application

     ￭ Project Technological Review

     ￭ Accelerator Technology Development

     ￭ Joint Development of Accelerator Application

     ￭ User Exchange Program

(2) 본 사업에 대한 TRM(Technical Review Meeting)참가

나. 중국 

(1) IHEP(Institute of High Energy Physics)와 양해각서(MOU) 체결

   제 3 차 JCNE(Joint Committee on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회의에서 협

의된 상호기술협력프로젝트(B-4)에 대한 논의를 IHEP와 실시함. KAERI와 IHEP는 관

련기술개발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확고한 상호협력체제를 구축하는 것에 동의를 하여, 

KAERI는 향후 본 사업단과 관련된 실제 활동사항을 IHEP에 제공하고 이에 대하여 

IHEP는 상호기술협력프로젝트(B-4)의 일환으로서 관련 활동을 지원하기로 함. 또한, 

가속기기술에 대한 상호협력활동을 확고히 하기 위하여 KAERI와 IHEP 양측에서 각

각 3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Working Group을 만들기로 합의하 음. Working Group

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한 사안들은 아래와 같음.

  - KAERI는 DTL(1)에 대한 설계자료 및 관련 자료들을 IHEP측에 제공하고, IHEP

는 관련 자료들을 검토한 뒤, 1달 이내에 DTL(1)에 관련된 제안을 해 주기로 함.

  - 가속기 관련 부품의 효율적인 구매를 위하여 KAERI는 IHEP측에 부품의 사양

(Specification) 및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IHEP는 관련 부품에 관한 추천을 해주

고 부품의 획득 수단을 지원하기로 함.

  - KAERI는 30kW RF system을 포함한 설비들을 제공하며 IHEP는 KAERI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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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DTL에 대한 hot test를 수행하기로 함.

  - KEARI와 IHEP는 상호 RFQ 관련 연구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기로 함. KAERI는 

IHEP의 연구진들이 KAERI의 RFQ beam test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측이 상호 

합의한 날짜에 초청하기로 함.

  - KAERI와 IHEP는 super-conducting accelerator technology research 수행에 관

한 계획을 상호 제공하며, super-conducting accelerator technology research와 

관련된 상호 협력에 대하여 세부조항들을 제시하기로 함.

(2) IHEP와의 DTL 개발 및 부품제작 협의 

   중국의 IHEP는 BPECⅡ(양성자-전자 Collider) 가속기 사업을 확정하여 추진중이

며, 핵파쇄 중성자원을 위한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 사업을 준비중에 있다. 이와 더불어 

CIAE의 주도로 준비중인 ADS용 양성자가속기의 주요핵심기술개발을 수행하고 있다. 

특히 HPPA 개발의 주요항목인 초전도 Cavity 개발에 착수하 으며 이 분야에서의 

KAERI와의 기술협력이 기대됨.

  - 양측의 주요 연구개발현황 발표 및 토론

  - 양성자가속기(35MeV)시설 방문 및 활용현황 파악

  - 인프라(정 가공,Brazing시설,전자석제작시설,의료용가속기)시찰 

(3) CIAE(China Institute of Atomic Energy)와 가속기 BT이용기술 협의

   CIAE는 ADS(가속기구동미임계원자로시스템)의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가속기 개발을 IHEP와 북경대에 위탁하고 있다. CIAE는 Tandem  Accelerator 

(현재 30MeV양성자공급)를 비롯한 소형양성자가속기들에서 빔 이용연구와 동위원소생

산을 수행하고 있다. 우리의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구축이전에 CIAE와의 협력을 통하

여 우리의 빔이용연구 (재료과학/BT등)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임.

  - 양측의 주요 가속기분야 연구개발현황 소개

  - 주요 가속기시설 견학 : Tandem 가속기(HI-13), Cyclotron(13MeV) 및 RI 생산시

설, 산업용 전자가속기, Ion Source 시설 등 

  - 주요 협의 내용

     ￭ 본 사업단: Tandem 가속기 이용건 타진  →  제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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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IAE : ADS 개발 협조 요청, Nuclear Data 공동연구 제의

(4) 북경대 중이온물리연구소와 가속기 재료연구 및 IT이용기술 협의

   북경대 중이온물리연구소는 소형양성자 가속기 (6MeV/4.5MeV)들을 활용하여 빔 

이용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CIAE의 위탁으로 대전류 이온원을 개발하고 있다. 북경

대의 기술인력과 시설을 활용한 양성자빔의 산업적 응용기술개발의 공동협력 추진이 

필요함.

  - 주요 가속기시설 견학 : 중이온 RFQ, Tandem 6MV, 1.7MV 및 VDG 4.5MV 가

속기, 초전도 가속관 개발 실험실 방문

  - 주요 협의 내용

     ￭ CIAE : ADS 개발 협조 요청, Nuclear Data 공동연구 제의

     ￭ 본 사업단 : Tandem가속기 및 중이온 RFQ 이용건 타진 → 제공용의

                    연구인력 교환 및 제공건 → 학생 부족으로 협조 곤란

(5) 청화대 가속기연구소와 가속장치기술 사업화 협의

   청화대의 가속기연구소는 전자가속기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특히 전자가속

기를 이용한 공항항만용 Container 검색장치를 개발하여 청화대 소유의 벤처기업을 설

립하여 기술이전하고 사업화에 성공하 다. 현재 고정형과 이동형으로 개발된 이 장치

들은 중국내 항만에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 터키, 이란 등에도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요 시설견학 : 청화대 공정물리학과 산업용가속기응용기술 개발 현황, 

  - 주요 협의내용

     ￭ 본 사업단 : 연구인력 교환 및 제공건 → 협조가능

(6) 청화대 소유의 청화동방핵기술공사 방문

   청화대 등에서는 가속기기술의 산업화에 눈을 돌려, 공항/항만 화물 검색장치 등을 

개발하고, 일종의 벤처회사인 「청화동방핵기술공사」를 설립하여 상용화를 추진함으

로서 큰 성공을 거두고 있다는 것이 인상적이었으며, 우리 측도 이러한 제도를 Bench 

Marking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중국의 전자가속기의 산업화는 우리의 수

준을 능가하고 있으며, 양성자가속기의 빔이용연구도 여러 기관들에서 수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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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S와 핵파쇄중성자원을 위한 가속기 개발프로그램들도 핵심기술개발 위주로 소규모

이나 꾸준히 진행하고 있음. 다만 양성자가속장치의 산업화에는 별 관심이 없었으며, 

본 사업단은 이 분야에서 차별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주요 시설 견학: 항만/공항용 화물검색장치 제작회사인 청화동방핵기술공사 방문

하여 벤처사업현황 파악

(7) 자료수집 내용 

  - IHEP 연구소 종합소개 책자 등

  - CIAE 연구소 종합소개 책자, 핵물리연구소 소개 책자, ADS 연구보고서 등

  - 북경대학 중이온물리 중점연구실 소개책자 및 북경대학 소개 CD

  - NUCTECH (청화동방핵기술공사) 브로셔

다. 일본

(1) 제 1회 동아시아 HIPA Mini-workshop [RFQ] 참가 및 발표

   KEK 연구소에서 개최된 Mini-workshop의 주제는 RFQ(Radio-Frequency 

Quadrapole)양성자 가속기로서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RFQ 관련 전문가 20인이  참

석하여 가속관, RF 시스템에 관하여 발표하 고, 이들에 대한 심도 깊은 토의가 진행

되었다. 이번 Mini-workshop을 통해 한국, 중국, 일본, 인도의 양성자 가속기 개발 현

황과 RFQ 관련 연구에 대한 최신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음. 

(2) 제3차 ACFA HPPA W/G 회의 참가

   2004년 한국에서 Drift Tube Linac에 관한 주제로 제 2회 동아시아 HIPA 

Mini-workshop을 열기로 결정. 

(3) KEK 및 JAERI 가속기 시설 견학 및 가속기 개발관련 업무협의

   KEK 가속기 관련 연구시설을 직접 걸어서 상세히 시찰함. 약 2Km x 1.2km의 넓

은 면적에 자리잡은 가속기, 빔 이용시설, 연구동, 행정동, 숙소 등은 앞으로 가속기 관

련 시설을 건설할 때 좋은 본보기가 되기는 것으로 파악함. 또한 J-PARC Site인 

JAERI 도카이 부지내 건설현장 및 가속기 시설도 시찰함. 터닦이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었고, 환경친화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만한 점이었음. 전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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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살펴볼 때, 일본의 경우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음

을 알 수 있었음.

(4) 한․중․일 3국간의 국제협력 추진방안 협의

(5) J-PARC(Japan Proton Accelerator Research Complex)사업 추진현황 파악

(6) 자료수집 내용 

  - Mini-workshop 관련 자료

  - J-PARC 관련 시설 사진

  - J-PARC 국제자문위원회 보고서 : J-PARC은 가속기 관련 국제적인 전문가 13명

으로 구성된 국제 자문 위원회를 운 하고 있음.  국제 자문 위원회는 가속기의 

기술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걸친 자문을 하도록 되어 있다.  J-PARC 

사업에 대한 국제 자문 위원회의 2002년 4월 보고서를 수집하 으며, 이 보고서를 

통해 현재 J-PARC의 주요 현황에 대한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가

속기 사업의 전략을 수립하는데 매우 유용한 정보가 될 것임.

2.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관리업무

가. 국제공동연구: 중성자 생산 액체 표적시스템의 공학적 타당성연구(MEGAPIE Project)

(1) 추진배경 

  - 향후 추가 가능한 고에너지 대용량 양성자가속기의 주요 이용분야중 하나는 중성

자를 생산해서 물성연구 등에 이용하는 것임. 이에 있어서 핵심요소중의 하나가 

중성자를 공급하는 액체 표적 시스템의 공학적 타당성 검증임.

  - 액체 표적을 실제장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이에 따른 재료, 열수력, 중성자, 방사

화 생성물 등과 같은 관련 문제점 등이 검증되어야 함.

  - 부차적으로 핵파쇄 표적개발시 필요한 차폐기술을 100MeV사업의 차폐설계에 활

용

  - 국내에는 실제 사용 가능한 고에너지 양성자 빔이 없고 또한 액체 표적 관련 문

제를 시험할 수 있는 장치도 전무함. 따라서 비용과 시설측면에서 국제 공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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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액체표적 관련 기술을 검증해야 함.

  - 유럽연합내 CEA, PSI. FZK 등이 1MW급 Pb-Bi 빔표적을 직접 제작하여 PSI에 

있는 SINQ 가속기에 결합시켜 표적을 시험하는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 

MEGAPIE(MEGAwatt PIlot Experiment)를 1999년 11월에 구성하 음.

  - 2000년 8월에 KAERI가 MEGAPIE에 참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향서를 제출하

고 2000년 12월에 MEGAPIE 운 위원회에서 KAERI의 참여를 승인하 음. 이

에 따라 KAERI는 2001년 12월 정식계약을 체결하여 2001-2006년의 6년간 매년 

$1OO,000의 경비 및 전문인력 1인을 제공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는 KAERI의 분담액중 1/2에 해당하는 

$50,000/년을 지불하며, 원자력중장기과제로 수행중인 핵종변환 기반기술개발과제

에서 1/2 지불함.

(2) 추진일정 :상대국 협력연구기관 및 협력연구책임자의 연구능력 등

  - 공동연구기관   : PSI, CEA, CNRS, FZK, ENEA, SCK-CEN, JAERI, LANL

  - 연구 총괄책임자 : M. Delpech (CEA)

  - 연구실적 및 능력:

     ￭ M. Delpech는 불란서 CEA에서 원자력관련 개발에 많은 업적을 남긴 국제적 

원자력 관련 전문가임. 유럽 각국이 그의 능력을 인정하여 재원분담을 하고 

있으며 일부 재원은 유럽연합이 지원하고 있음. 

(3) 연구개발비 분담 등

  - 연구개발비 (KAERI) : 미화 $100,000/yr (약 6년이 소요됨) 

                          MEGAPIE 과제의 총 소요경비는 약 US$6,000,000 임.  

  - 연구개발인력 : Delpech 외 약 50명 

  - 연구시설 등의 이용 및 분담내용

     ￭ KAERI : 총 장치비용중 1/10인 US$600,000을 제공하고 전문인력 1인 제공 

     ￭ 유럽측 : 가속기 시설 및 Pb-Bi 실험 loop 및 인력 등

                 (장치비용 US$5,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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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요 실적 및 계획

  - 1단계 주요 실적

       연구내용은 현재까지의 진행 상황에 따라 설계부분과 표적설계, 제작, 운전에 

필요한 부식, 열수력, 빔창 방사선손상, 취급, 핵계산 및 실험 분야의 연구로 나

눌 수 있다

<표 20> 1단계 주요 연구내용

분야 연구내용

X4/5/6

(열수력)

-CFD 코드로 빔 조사 표적 열수력/구조 계산

-냉각 시스템 포함 시스템 열수력/구조 분석

-다른 코드 Benchmark 계산

-물 표적 HYTAS 실험

-Pb-Bi 표적 열수력 검증실험

X7

(부식/LME)

-부식/LME 실험

-빔 조사시 부식/LME 실험 (LISOR)

-부식 억제 표면처리 기술개발

-부식 억제 산소조절기술 개발

X8

(Pb-Bi 취급)

-불순물처리

-Pb-Bi 응고시 용기 안전성

-Pb-Bi와 물 반응실험

X9

(핵계산 및 실험)

-중성자, 방사화, 열발생, 방사선 손상, Po 생성 계산

-다른 코드간의 Benchmark 계산

-중성자 측정

X10

(빔창 방사선 

손상)

-빙사선 손상 실험 자료 수집

-조사 실험 STIP

-TIARA 이용 실험

     ￭ 설계

            공학설계는 표적본체, EMP, Anscillary System의 3 부분으로 나누어 수

행되었는데 표적본체는 크게 7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Upper Target 

Enclosure', ‘Lower Target Enclosure', 'Upper Hot Part', 'Lower LM 

Container', 'Hot Leg', 'Central Rod', 'Target Shielding'이 7개 부분이며 

<그림 26>은 전체적인 표적 및 상, 중, 하단 단면이고 <그림 27>은 운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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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도 및 주요 제원을 보여주고 있다.

            표적 용기 물질로 온도가 낮은 Upper Part는 316L을 사용했고, Lower 

Part 중에서 D2O로 냉각되는 Safety Window는 기존 고체표적에서 사용했던 

AlMg3를 사용하고 빔창은 T91을 사용한다.

            Pb-Bi Flow를 결정할 내부 구조는 변경 가능하므로 최종 디자인의 설계

값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최고온도 350-400℃ 이하, 최고속도 1 m/s 이하로 

운전할 계획이다. <그림 28>은 EMP의 개략도 이다. Main Pump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

<그림 26> MEGAPIE 표적, 상, 중, 하단

        

<그림 27> MEGAPIE 표적 운전 상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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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압력, 유량 : 0.2기압, 5 l/s

               - 전압, 전류, 전력 : 108 V, 30.3 A, 8.2 kW

               - 온도, 자장 : 480℃, 1.2 T

<그림 28> EM Pump

            Anscillary System은 Interface Targethead, Cover Gas, Target 

Enclosure Cooling, LM Fill and Drain, Target Exchange, Target Storage와 

같은 사항들을 연구하며 Anscillary System의 주요 특성은 다음과 같다.

               - Heat Removal System : LBE (Inlet : 330℃, Oulet : 230℃), Oil 

Intermediate Loop (Inlet : 165℃, Oulet : 130℃), H2O Cooling Loop 

(Inlet : 40℃, Oulet : 259℃)

               - Cover Gas System : EMP의 Cavitation 문제 해결로 Cover Gas의 

압력을 초기에 0.2 bar 정도로 유지 가능. 따라서 수소만 흡수된다면 

빔 조사 완료시까지 Ventilation 불필요. 따라서 수소 흡수제를 연구 

중이나 수소 흡수가 불가능하면 1-2달에 한번씩 Ventilation 필요.

               - Fill & Drain System : 빔조사 후 Drain대신에 Freezing시켜서 Hot 

Cell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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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Anscillary System 연결 지역

            MEGAPIE 표적설계 Idea를 HYPER 표적 설계에 활용 가능한데  Pb-Bi 

Flow가 Symmetry 일 때 중앙에서 Stagnant가 생겨서 냉각에 좋지 않으므로 

Bypass Flow 설계를 했는데 이를 현재 HYPER 표적 설계에 활용 가능하다. 

또한 빔창 물질로 선정된 T91는 HYPER 빔창 후보 물질인 9Cr-2WVTa와 

거의 조성이 비슷한 9Cr Steel이므로 HYPER 빔창 물질의 적합성 판단이 가

능하며 MEGAPIE에서는 T91에 대한 연구가 집중되어 많은 자료가 축적될 

것이므로 많은 자료 활용이 가능한 T91으로 HYPER 빔창 물질을 대체하는 

것도 가능하다.

     ￭ KAERI Contribution

        ① 열수력 계산

           현재 HYPER 표적 열수력 계산에 CFX 코드를 사용하고 있고, 2000년도에 

FZK와 같이 MEGAPIE 표적 열수력 계산을 수행한 경험이 있으므로 코드를 

이용한 계산에 참여하기로 결정하 다. 첫번째로 수행한 업무는 표적 하단과 

빔창의 열수력 계산을 1 가지 난류 모델을 선정해서 계산한 후 결과를 다른 

코드 계산과 비교하는 Benchmark M1 계산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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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KAERI Contribution

열수력

계산

-FZK system 계산 보고서

-FZK, KAERI 계산보고서

-CEA 계산보고서

-Summary report up to 2001. 12

-Benachmark 계산 보고서

-RELAP 냉각 계산 ANSALDO internal report

-빔창 스트레스 계산 ENEA internal report

실험

-KALLA의 HYTAS 실험 결과 Data, Picture, Videos

-ENEA pint test 결과 internal report

-FZK KILOPIE 및 Heated Jet 실험 raw data

부식/ LME

부식

-TECLA annual report

-CIEMAT, ENEA, CEA, FZK 실험 결과

-FZK OCS 보고서

-정적/동적 부식 실험 결과 CEA internal report

-산소농도측정 관련 CEA internal report

-정적 부식 실험 FZK internal report

LME
-TECLA annual report

-CNR, CNRS 실험 결과

방사선

손상

자료수집
-T91 손상 자료

-316L 손상 자료

실험

-STIP 실험 결과

-SPIRE annual report

-TIARA 실험 결과

Pb-Bi 

취급
Pb-Bi 취급

-TECLA annual report

-CEA Po 관련 보고서

-Po volatility 관련 PSI internal report

-CEA Po 오염 관련 internal report

-FZK 물반응 시뮬레이션 계산 보고서

-ENEA 물반응 실험 계획서

핵계산 및 

실험

핵계산 및 

실험

-Benchmark 계산 보고서

-실제 표적 geometry 핵계산 보고서

-FLUKA 이용 상세 핵계산 학위논문

-중성자 측정 fission chamber 국제학술회의 발표논문

기타 Pb-Bi 자료 -정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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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nchmark M1 계산에서 원자력연구소는 RNG k- ε  모델 담당하 는데 해

석결과는 <그림 30>과 같다. Benchmark M1에 참여한 PSI, CEA, CRS4의 계

산결과와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서로 잘 일치하 다. 그 외에 HYTAS 장치

를 이용한 MEGAPIE 표적 물실험을 CFX 코드를 이용하여 해석하 으며 해

석 결과는 <그림 31>과 같다. 본 분석을 통하여 난류모델의 중요성 및 계산 

역 선정의 중요성을 평가하 다.

   

a) Velocity              (b) Temperature

<그림 30> RNG k- ε  모델을 이용한 Benchmark M1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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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HYTAS 장치 CFX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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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부식/LME

          부식 관련해서는 일정기간 임대하는 형식으로 사용한 FZK의 정적 부식 실

험 장치인 COSTA를 이용해서 부식을 실험하는 것이었다. 낮은 산소농도 

(<10-8wt%), 산소농도 10-6 wt% 및 10-5 wt%의 분위기에서 650℃ Pb-Bi에 

500 또는 1000 시간동안 노출시킨 HT-9, 316LN 샘플을 SEM과 EDX로 분석

한 결과 모두 부식을 보 고 따라서 산소조절 만으로는 650℃ Pb-Bi에서 

HT-9과 316LN을 구조재로 사용하기에는 부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650℃의 

연구 결과는 MEGAPIE의 운전온도보다 높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되도록 

했다. 

 

<그림 32> 500℃, 10
-6
 wt% 산소에서의 HT-9의 500시간 샘플

          500℃, 10-6 wt% 산소에서의 HT-9 500시간 샘플분석 결과가 <그림 32>에 

나타나 있다. 650℃와 다르게 500℃에서는 안정적인 산화막을 형성했고 이를 

통해서 부식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실험을 더 수행해서 장시간 동안 산소

조절에 의한 부식 억제가 계속 이루어지는지를 보아야 하는데 이 역시 

MEGAPIE 운전온도보다 높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된다.

(5) 향후추진일정

    - ‘06. 02 : 가속기와 결합된 표적운전 및 시험

    - ‘06. 12 : 장치해체 및 시험결과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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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제자문, 워크샾 등 국제협력 기술지원업무 

    가. 양성자가속기워크샵(HPPA :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 및 국제자문위

원회(IAC : International Advisory Committee) 개최

행사명 제7회 양성자가속기 Workshop 일시
2003. 10. 9 ~ 10 

(2일간)

장소 대전 레전드호텔 참석 인원
총 128명
(국외 10명, 미국, 중국, 
일본, 스위스 등)

주요 인사

Y. L. Cho(ANL), Y. Yamazaki(JAERI), S. X. Fang(IHEP),
Y. Y. Lee(BNL), Yasush Yano(RIKEN), W.Hajdas(PSI),
L. Young(Tech Source, Inc), J. Alessi(BNL), 
D. Schrage(LANL), T. Abe(RIKEN)

발표논문 수 총 54편(국외 논문 10편)

행사명
OECD/NEA 2004 HPPA 

Workshop
일시

2004. 5. 16 ~ 19 
(4일간)

장소
대전 원자력(연)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참석 인원

12개국 121명
(국외 53명, 국내 68명)

주요 인사 Gail Marcus(OECD), Y. Cho(ANL), Richard Sheffield(LANL) 등
발표논문 수 총 55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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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명
제8회 양성자가속기 Workshop 

개최
일시 2004. 9. 20 ~ 21 (2일간)

장소
대전 원자력(연)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참석 인원 총 117명(국외 6명)

주요 인사
Y. L. Cho(ANL), Y. Yamazaki(JAERI), S. X. Fang(IHEP),

J. M. Lagniel(CEA), M. Fukuda(JAERI)

발표논문 수 총 50편

  

행사명 국제기술 검토회의 (2회 개최) 일시
2003. 10. 13 ~ 14 

(2일간)
2004. 11. 8 ~ 9 (2일간)

장소
대전 원자력(연)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참석 인원

1차 : Reviewer 외 14명
2차 : Reviewer 외 15명

Reviewer
Y.Y.Lee (BNL), J.Alessi (BNL), L.Young (LANL), 

D.Schrage (LANL)

검토 내용

1차 : 선형 양성자 가속기 설계
      - multipacting을 줄이기 위해 고주파 결합기를 coaxial 

type에서 iris type으로 변경
      - RFQ의 튜닝, 고주파입력, 빔인출시험등의 실험 방법 검증
2차 : 가속기 제작 및 시험
      - DTL의 RF set-up poinit, 튜닝, 빔인출시험에 대한 검증
      - 60MeV DTL의 기초설계 및 MEBT 개념설계에 대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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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인력양성

행사명 제1회 양성자가속기 여름학교 개최

일시 2002. 8. 27 ~ 30 (5일간) 장소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강사
13명(해외 : 7명, 국내 : 

6명)

수료

인원

55명(학 : 54명, 연 : 1명), 

15개 기관

행사명 제2회 양성자가속기 여름학교 개최

일시 2003. 7. 7 ~ 11(5일간) 장소
대전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INTEC)

강사
15명(사업단 : 6명, 외부 : 

9명)

수료

인원

46명 (산 : 5명, 학 : 24명, 연 : 17명) 

18개 기관

행사명 제3회 한ㆍ일 공동 양성자가속기 여름학교 개최

일시 2004. 7. 26 ~ 30(5일간) 장소 포항공대 포항가속기연구소

강사
22명(국외 : 9명, 국내 : 

13명)

수료

인원

63명(국내 : 43명, 국외 일본측 동경대, 

동북대, 구주대 등의 대학원생 20명 

등)

행사명 과학기술연합대학대학원 전공과정 개설

개설 전공명 가속기 및 빔 나노공학(가속기물리개론 등 36개 과목)

참여교수 28명(사업단, 원자력병원, 지질자원(연), 의학원 등)

전공정원 석ㆍ박사과정 3명/년(현재 박사과정 1명, 석사과정 신입생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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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업관리 업무

본 사업은 가속기 건설에만 10년 이상이 소요되며 향후 가속기의 활용과 첨단기

술의 산업파급효과까지 고려할 때 정책수립은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1차년도에는 사업정책 및 전략경 계획의 토대가 되는 기술로드

맵(TRM : Technology Road Map)을 작성 완료하 다. 

사업정책 및 전략분석의 토대가 되는 사업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경제성 효과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개념체계 개발을 완료하 으며, 3차년도에는 각 

세부과제 및 사업전체에 대한 실제 평가에 경북대 경제경 연구소와 공동으로 착수

하 다.. 특히, 본 경제성 평가는 일회성의 보고용 평가를 지양하고, 외부환경의 변화

와 따라 지속적으로 갱신 가능한 경제성 평가 체제(GATES : Generally Accepted 

Technology Evaluation System)를 구축하여 사업전략 수립 및 세부과제의 선정과 

평가에 이르기까지 활용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다. 측정된 경제성 평가 금액

은 각 과제별로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TRESIS)에 1단계 종료시점까지 입력을 

완료하여, 개별과제의 경제성 변동 추이 및 전략지표의 설정을 관리하고 궁극적으로 

사업단 전체 수준에서의 경제성을 집계할 수 있도록 운 하여 사업 전체의 정책 및 

전략수립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유치기관 선정 관련 업무는 1차년도 이후로는 건설공정관리 과제로 이관하여 

처리하고 있다. 다만, 그간의 선정 관련 업무를 추진하면서 체계를 구축한 평가기준

서의 작성 및 계층적의사결정과정(AHP)에 의한 배점의 결정, 인터넷을 이용한 공고 

및 서류업무 처리 등과 같은 사업유치기관 선정 관련 업무 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각

종 공공 프로젝트의 선정 관련 업무를 온라인으로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구상하 으며 현재 BM(Business Method)특허로 출원된 상

태이다. 유치지역 및 일반 국민을 상대로 한 사업홍보와 사업운 에 대한 투명한 공

시를 위해 팜플렛 제작, 대한민국과학축전 참가, 인터넷 홈페이지의 운 , 이메일을 

통한 뉴스레터의 주기적인 발간, 사업단 방문기관 및 지역주민에 대한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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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추진정책 및 전략 분석

   본 사업은 많은 세부과제로 구성되어 있고 그로 인하여 창출되는 신기술이 폭넓은 

응용분야를 가지므로 사업전체의 추진방향과 연구성과에 대한 총괄적인  관리가 필요

함. 이와 같이 각 과제단위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업추진전략 및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업전체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고 한정된 자원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함. 아울러  국내외 많은 양성자가속기관련 시설의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본 사업단이 특화 될 수 있는 분야를 탐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가. 양성자 기술지도(TRM : technology road map)

   양성자 기반공학기술의 전략환경과 사업의 비전을 바탕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

발사업의 기술지도는 ‘미래 수요 충족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장기 비전 달

성에 요구되는 핵심 제품 및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기술혁신 전략 계획 문서’를 의미

한다.

(1) 양성자 기반공학기술 기술지도 작성의 필요성

   21세기 과학기술 중심사회에서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삶의 변화 주도하며 과학기

술 발전이 미래 국가의 흥망성쇠 결정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각 국은 미래에 사

회경제적으로 수요가치가 큰 기술분야의 경쟁력 확보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성과관리의 초점이 암묵적·잠

재적 성과 기대에서 구체적·명시적 기여평가로 변화되고 있다. 특히 프론티어 사업

의 경우에는 연구개발 사업의 투자 경제성과 사회적 효용 가치에 대한 체계적 관

리를 요구받고 있다. 기술지도는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포함한 기술혁신을 수요 지

향적․전략적으로 관리하는 첨단 과학기술 경 기법으로서, 해당 기술의 기술․경

제적 또는 전략적 가치를 장기적으로 평가하고, 이러한 미래 가치 창출을 제고하기 

위한 연구개발 및 산업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매우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정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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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지도를 작성․관리함으로써 기대되는 효용

    첫째, 기술혁신 투자 효과성 관리가 가능하다. 미래 사회를 주도할 제품과 기술

을 규명하고 제품/기술 및 수요의 변화를 예측·분석한 후에 R&D 목표달성 및 결

과활용까지 혁신과 확산의 경로 관리에 사용될 수 있다. 둘째, 기술혁신 투자 효율

성 관리에 유용하다. 관/산/연/학 등 관련주체들간의 기술혁신과 확산의 경로에 대

한 합의를 유도하고 관련주체들의 기능점검, 협력강화를 통하여 투자 중복과 누락

을 방지함으로써 효율적인 국가 기술혁신 시스템을 구축․강화할 수 있다. 셋째, 

대형 R&D 투자에 대한 국민 수용성을 증대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대규모 연

구개발 투자와 미래 수요/효과간의 타당성과 연계성을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여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체계적인 연구개발과 기술경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 

조직/산업/국가 차원에서 연구개발과 산업활동에 관련된 과학지식 및 기술 정보 수

집과 관리를 체계화 할 수 있다.

(3) 기술지도의 작성관리의 어려움

      기술지도는 장기간에 걸쳐 여러 관련 조직들의 다양한 전문성과 광범위한 활동 

최적화를　요구하는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미래사회 예측의 불확실성, 참여자들

간의 (견해 및 이해 차이) 합의 도출이라는 어려움 등을 해결해야 하며 이 과정에

서 많은 시간과 노력 필요하다. 그러나, 기술지도 기법이 미래가치 관리측면에서 

가지는 장점이 많기 때문에, 대형 국가 연구개발 사업 투자 평가 및 관리 수단으

로 기술지도 개념의 활용은 늘어날 전망이며, 기술지도라는 용어는 바뀔 수 있으

나, 대형 장기 기술혁신 관리 기법으로 그 개념은 당분간 유력한 경 기법으로 활

용될 전망이다.

(4) 기술지도 작성 및 활용의 목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기술지도를 작성․활용함으로써, 미래 국가의 지

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신 성장동력으로서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의 사회경제

적 기여를 증진시키고 우리나라 양성자기반공학분야의 과학지식 및 기술의 개발과 

이용 수준을 세계적으로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경로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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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지도 작성 과정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가속장치 건조와 장치기술 응용 및 빔 이용 기술 

개발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된다. 따라서 양성자 기술지도는 이들 두 분야에 대

해서 연구개발과 산업화를 통합적으로 연계한 시계열 기술지도를 작성하는 것이

다. 우선 이 사업의 수행을 통하여 국내에서 절대적으로 취약한 첨단 연구개발 장

치기술인 가속장치기술을 확보하는 매크로 기술지도를 작성하 다. 저에너지 장치

부터 고에너지 가속장치 기초기술까지 100MeV, 20mA의 대용량 선형가속기라는 

전략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핵심기술들의 시계열적인 네트워크를 작성하 다. 다른 

한편으로는 개발되는 가속장치를 응용하고 가속기에서 발생하는 양성자 빔을 미래 

유망기술인 NT, BT, ET, ST와 함께 정보통신 (IT)과 방사선 (RT)기술에 산업적

으로 응용하는 부문에 대한 기술개발 및 이용에 대한 이정표를 제시하 다.

(6)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기술지도 

<그림 3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기술지도(PEFP's technology road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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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경제성 평가 

(1) 경제성 평가의 배경 

       최근 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부각되

고 있다. 즉, 경제성평가는 비단 본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과학중심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요구되는 필수사항인 

것이다. 경제성 평가를 통해 향후 사업정책수립 및 기술포트폴리오 관리를 위한 

데이터를 확보하고, 대정부 보고 및 언론 보도 자료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2) 경제성 평가 체계의 구축

       본 사업단에 적용할 경제성 평가 체계인 GATES(Generally Accepted  Technology 

Evaluation System)의 기본 개념체계를 아래아 같이 구현하 다. 이는 경제성평가가 

일정한 절차를 따라 행해지도록 지침을 작성한 것이며 이를 통해 향후 경제성평가 

작업이 일정한 논리적 체계하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 다. 2단계에

서는 개념체계를 바탕으로 보다 상세한 지침서를 작성할 계획이다. 

<그림 34> GATES 개념체계

      

<그림 35> GATES 상세모형

(가) 평가결과의 도출 : 최종 평가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시뮬레이션을 활용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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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종적으로 각 지표별 성과를 정량적으로 추정한다. 시나리오에 따른 경제적, 

비경제적 예상 성과를 설문을 통해 수행하고, 컨조인트분석(Conjoint analysis)을 

통한 가치함수 도출로 각각의 효용을 계산하고 그 효용에 대한 금액화를 실시한

다.

     이렇게 도출된 금액은 최종 결과는 아니며, 다시 이 수치에 투자대비 산출에 대

한 효율성 분석 및 시뮬레이션의 민감도분석을 수행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낸다.

(나) 경제적가치의 정의 및 분류

   - 경제적 직접효과(Ⅰ) : 가속기 개발 및 활용을 통해 특정 연구개발, 사업단, 혹은 

국가 차원 등에서 직접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

   - 비경제적 직접효과(Ⅱ) : 본 가속기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본 사업연구주제와 직접

적인 연관성이 있는 논문산출 등 학

술적 역량의 증가, 본 사업으로 인한 

지역홍보와 같은 부수적 효과가 발생

하는 것을 의미한다.  

   - 경제적 간접효과(Ⅲ) : 가속기 개발 

및 활용을 통해 특정 연구개발, 사업

단, 혹은 국가 차원 등에서 절감할 수 

있는 기회비용,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경제적 직접효과의 이차적인 파급효

과 등의 크기를 의미한다.

   -  비경제적 간접효과(Ⅳ) : 가속기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본 사업과 연관성이 없는 

연구가 활성화 되어 국가 전체적으로 논문이나 연구건수가 증가되는 효과를 의미

한다. 하지만, 이는 정량적인 측정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분석 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성과의 정량화

   - 경제적 직접효과(Ⅰ): 직접 판매수익이 발생하므로 직접 합산하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각 개별 기술이 진입하고자 하는 시장의 크기와 예상점유율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예상 매출액을 구하고 이를 총괄 합산 하면 사업전체의 가치를 구할 수 있

<그림 36> 성과의 정의 및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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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것이다. 이처럼 사업전체의 경제적 직접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개발기술의 

경제적 직접효과를 단순 합산하는 방법도 있으나,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만 가치

평가에 포함되므로 향후 미개발기술에 대한 경제적 가치가 누락되는 단점이 있

다. 이에 반하여 컨조인트분석의 경우 예상 이용자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기반으

로 사업전체의 가치를 한 번에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컨조인트분석은 이용자 일인당 경제적 가치를 추출하는 기법이

므로 사용자 총 수에 대한 예측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시스템 다이나믹

스(System Dynamics)기법을 이용하여 가속기 사용자 증감과 가속기 이용시장에

서의 본 가속기의 예상 점유율 및 추이를 시뮬레이션(Simulation)하여 총 이용자

수를 예측하는 작업이 추가하여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 다. 

   - 비경제적 직접효과(Ⅱ): 논문, 학술발표, 노하우 등이 가지는 기여 정도에 대한 설

문을 통해 응답자의 가치기준을 분석해 내고(컨조인트분석) 이를 경제적 척도로 

전환한다. 3차년도에 실시한 경제성평가에서는 비경제적 직접효과도 컨조인트분

석에 의해 산출하 다. 학술적 업적(논문)의 증가도 이용자 총 수의 증가에 비례

하므로 시뮬레이션에 의해 추정한 사용자수를 참조하 다.

   - 경제적 간접효과(Ⅲ)

     본 가속기 시설이 완공된 이후, 관련 산업이 육성되고 실질적인 경제적 간접효과

가 발생한 이후에 사후적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 산업연관분석이 적절하다. 그러

나 사업초기인 현 시점에서는 산업연관분석에 의한 경제적 간접효과 측정이 무리

가 많다. 따라서 경제적 간접효과는 홍보효과에 국한하여 컨조인트분석으로 추출

하 다. 

   - 평가방법론의 pool: 경제성평가는 모든 상황에 항상 최적인 기법이 존재하는 것

이 아니라, 평가시점과 평가대상의 특성에 따라 여러 기법중에서 최선을 선택하

는 것이다. 따라서 GATES에서는 현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평가기법

들을 평가시점과 평가대상에 따른 pool로 관리하여 향후 재평가시에는 그 시점에 

맞는 평가기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체계를 갖추어 놓고 있다. 

   - 본 사업에 의한 경제적 가치 창출 역: 본 사업단의 가치 창출 역은 아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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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총 6개 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37> 본 사업단의 경제적 가치 창출 역과 경제성 평가 역

   - 각 역 마다 개별적으로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여 이를 합산할 수도 있으나 사업

초기에 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해 오히려 계산과정이 비논리적일 수 있으므로 6개 

역을 단순화 시킬 필요가 있다.

   - 3차년도에 실시한 경제성 평가에서는 상기 6개 역을 단순화 시켜 이용가치(use 

value)와 비이용가치(non-use value)로 구분하고 각각의 역에 대한 경제적 가

치를 평가하 다.

(3) 본 사업 전체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5)

   - 평가결과의 요약 :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가치와 홍보가치로 

나누어 측정하고 이를 합산한 총 가치에 이르기까지 3 종류의 경제적 가치를 평

가하 다. 양성자가속기시설이 아직 개발이 진행 중이고 또한 기초과학 연구시설

이기 때문에 비시장재적 특성을 가지므로 국내외 학계에서 시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연구에 주로 채택되고 있는 컨조인트분석기법을 이용

하여 1인당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가치를 평가하 고, 시설의 향후 이용자수를 시

5)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4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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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템 동학기법으로 추정하여 1인당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가치를 곱해주어 총 경제

적 가치를 산출하 다. 또한,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VM에 의한 총 가치평가를 실시하 으며 두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가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가치 분석결과는 요약하면 아래 <표 

22>과 같다. 25 백분위수 값, 평균 값, 75 백분위수 값을 구하 으며 이 중에서 

평균값을 채택하여 아래 <표 23>과 같이 투입대비 산출효과 경제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이용가치 기준으로 평균 74배의 경제성을 나타내었으며 타 연구기관

이나 연구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2> 경제적 가치 예측 요약(2005년∼2030년)  

구 분

개별 속성별 가치
총 

경제적 가치
생산파급효과

이용가치 홍보가치

25

백분위수값

연평균 5,335억원/년 8,312억원/년 1조 3,647억원/년 5,691억/년

누적 13조 8,716억원 21조 6,105억원 35조 4,821억원 14조 7,462억원

평균값
연평균 1조 3,219억원/년 2조 593억원/년 3조 3,812억원/년 1조 3,790억원/년

누적 34조 3,686억원 53조 5,426억원 87조 9,112억원 36조 5,355억원

75 

백분위수값

연평균 1조 9,047억원/년 2조 9,728억원/년 4조 8775억원/년 2조 248억원/년 

누적 49조 5,779억원 77조 2,371억원 126조 8,150억원 52조 7,037억원

<표 2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요약(2005년∼2030년) 

경제성 평가 종류
경제성

(투입대비 산출가치 비율)
비 고

투입예산대비 총경제적 가치 평균 189배 (시설완공전)

  투입예산은 정부 및 사업유치기관 예

산 모두 포함

(시설완공후)

  연간 시설 운 비는 130억원으로 추산

투입예산대비 이용가치 평균 74배

 투입예산대비 

생산파급효과가치
평균 7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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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성 평가 결과의 활용

     ￭ 측정된 경제성 평가 금액은 각 과제별로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TRESIS)

에 입력하여, 개별과제의 경제성 변동 추이 및 전략지표의 설정을 관리하고 

사업단 전체 수준에서의 경제성을 집계할 수 있도록 운

     ￭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과제선정 및 지속여부와 같은 사업 투자포트폴리오 관

리를 통해 가치경 (VBM : Value Based Management)체계를 갖추고자 함.

(4) 개별기술가치평가

   - 사업단내에서 추진 중인 산업화 대상기술에 대한 개별기술가치평가는 사업2단계

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 사업 1단계에서는 개별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전반적인 체계와 방법론에 대한 사전

적 연구를 시행하 다. 

   - 시장의 잠재적인 성장 가능성과 점유율에 따라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각각의 시장 

가치를 구하고 이들이 발생할 확률 값에 따라 가중 평균하는 수익접근법을 기본 

방법론으로 채택 하 다.

   - 수익접근법에 의한 평가기법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몬테카를로 시뮬레이

션 및 옵션가치평가기법과 같은 정  분석 기법을 도입하기로 하 다.

(5) 기업참여과제 사전 경제성 평가6)

   - 사전경제성 평가의 필요성 : 과제 선정시점에서 과제에 대한 화폐적 가치 측정을 

통해 경제성 여부를 사전에 추정하고 추정한 경제적 가치에 위험을 반 하여 달

성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TRE Score측정

   - 관리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개발기술의 실용화 유도를 위한 실용화 전략시스템

에 활용

(가) 사전 경제성 평가 내용

   실용화 연구 과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전평가 및 심의 기준을 제공하기 위해 

두 가지 요소는 기대 매출액과 TRE score 임. TRE Score는 기대 매출액의 변동가

능성을 나타내는 위험지표로서 100점 만점에 점수가 낮을수록 달성가능성이 희박한 

6)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자료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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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나타낸다. TRE Score의 산출과정은 해당 기술의 산업화에 핵심성공요인(KSF, 

Key Success Factor)을 기술성(Technology), 자원성(Resources), 경제성(Economics) 

등 T, R, E 세가지 관점에서 조망하여 평가한 것으로서 각각의 평가 가중치는 쌍대

비교(Pariwise Comparison)에 의한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에 의하여 산

출한 것이다. 

     이렇게 각각의 개별기술마다 기대매출액과 TRE Score를 산출한 뒤 전체를 합산

하면 본 사업 전체에 대한 기대매출액합계와 기대매출액의 변동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또한 각각의 기대매출액과 TRE Score를 2차원 평면에 나열하면 전체 기술의 

상호 비교가 가능하므로, 이른바 기술 포트폴리오 관리를 기대할 수 있다.

(나) 기대 매출액

      실용화 연구 과제를 화폐 단위로 평가하기 위해 기술의 수명주기를 규명하여 잠

재 성장곡선을 예측하고 예상 잠재시장과 점유율을 추정하여 기대매출액을 추정한

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것은 평가는 어디까지나 평가일 뿐 실질을 정확히 반 하

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1차적인 작성은 기술개발을 담당하는 연구과제 책임자가 작

성하는 것이며 본 통합시스템관리 및 기술지원 과제에서는 당해 기술에 대한 이해

와 관련 전문가 그룹에 대한 자문을 통해 2차적인 평가를 실시한다. 따라서 기술개

발자 자체평가에 비하여 상당히 보수적으로 기대 매출액을 평가한다. 따라서, 실제 

본 사업의 총 가치를 반 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기술 상호간의 상대적인 중요도

를 파악하고 취약부분에 대한 집중관리 차원에서 실시하는 하나의 관리적 수치로서 

의미를 가진다. 아울러 가치평가측면에서는 가장 보수적인 상황을 나타내는 하한치

로서 의미를 가지도록 평가 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아래 양식은 기술개발자들이 작

성해야 하는 산업화 대상 기술의 예상 매출액 작성 양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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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개별기술의 예상 매출액 작성 양식

①

 기술

수명주기 기술

태동기

시장

도입기

시장

성장기

시장

성숙기

시장

쇠퇴기

例) 

2001~

현재

例)

현재~2007

例)

2007~2009

例)

2010~2012

例)

2013~

2015

②

연간예상

시장규모

例)10억

    (국내)

例) 100억

    (국내)

例)120억

    (전세계)

例)1500억

    (전세계)

例)200억

   (전세계)

③

연간 예상  

점유율

- 例) 70% 例) 80% 例) 13.3% 例) 13%

연간 예상 

매출액

(②×③)

- 例) 70억 例) 96억 例) 200억 例) 26억

예상 

순이익률
- 例) 15% 例) 25% 例) 15% 例) 10%

<표 25> 개별기술에 대한 기대 매출액 측정 사례 (1단계 현재 기준)
단위: 억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8 10 15 20 30

순이익률 0.1 0.1 0.1 0.1 0.1

예상 순이익 0.80 1.00 1.50 2.00 3.00 

현재가치 0.25 0.25 0.30 0.31 0.37 

Total E(NPV) 3.30 

총매출 283 연평균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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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TRE Score

      TRE Score는 미래 예상 매출액의 실현가능성을 100점 만점의 점수로 평가한 

것이다. <표 27>은 산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사전 경제성평가 중 하나를 예시한 

것이다. 평가지표의 내용은 문헌조사와 그 동안 본 사업단의 기술실용화 경험을 바

탕으로 추출한 것이다. 평가지표는 핵심성공요인(KSF, Key Success Factor)을 의

미한다. 핵심성공요인은 기술의 산업화로 인해 예상되는 미래 매출액을 달성하기 

위하여 가장 핵심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하는 항목으로서, 산업화의 성공과 직

결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을 의미한다. 핵심성공요인은 기술성(Technology), 자원성

(Resources), 경제성(Economics)관점에서 대분류하 고, 각각의 관점에는 하위 지표

로서 각각 7개 내외의 세부 평가지표를 배치하 다. 

      다만, 산업화 기술의 성공에 있어서 어느 항목이 더 중요한가는 개발기술의 고

유 특성에 따라 다를 것이므로 항목간의 상대적 가중치는 각 산업화 대상 기술별로 

설문에 의해 설정하 다. <표 27>에서 중요도는 각 핵심성공요인간의 가중치를 나

타내는 것으로서 중요도 1은 과제책임자가 부여하는 것이며, 중요도는 2는 중요도 

1을 기초로 하여 본 사업통합시스템 관리 및 기술지원과제에서 최종적으로 부여하

는 것이다. 이렇게 2단계에 걸쳐서 가중치를 선정하게 함으로서 오류를 최소화 하

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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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개별기술에 대한 TRE Score 측정 사례(1)

(미래 예상 매출액의 변동가능성 측정: 100점 만점)

핵심성공요인(KSF)
선

택

중

요

도1

중

요

도2

평

점
핵심성공요인(KSF)

선

택

중

요

도1

중

요

도2

평

점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적인 가능성 확인

② 기초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5% 5%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적합성

 ①과다 ②적정 ③다소 부족
2 30%

30

%

2. 기업 규모(자본금)

 ① 10억 미만  ② 10억~40억

 ③ 40억~80억  ④ 80억~300억

 ⑤ 300억 초과

2 10%
10

%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중

1 20% 2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1 10%
10

%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 1~5 ② 6~10 ③ 11~15 ④ 16~20 ⑤ 21이상

2 10%
10

%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40% 4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1 10%

10

%

6. 연구 및 생산설비 이용 계획 적절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중 ③계획수립 완료

2 20%
20

%

4. 제품화까지 예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3

5% 5%

7. 인력 확보 적절성

 ①부족 ②적정 ③효율적
2 10%

10

%

자원성               합     계
100

%

100

%
56 

5. 기술의 신규성

① 관련 유사특허 및 유사 제품 출시

② 관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관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1 5% 5%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예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관에만 의존

 ②관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판단 

 ③타 기관에서 예측한 자료를 인용

1 15%
30

%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3 5% 5% 2. 연간예상시장규모 예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관에만 의존

 ②관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판단 

 ③타 기관에서 예측한 자료를 인용

1 15%
15

%

7. 기존 방식 대비 생산비용절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20% 2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2 40%

40

%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적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30%
15

%

기술성          합계 
100

%

100

%
53 경제성(시장성)              합     계

100

%

100

%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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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표 28>에서 볼 수 있듯이 세부평가지표간의 가중치뿐만 아니라 최상위 

평가지표인 기술성, 자원성, 경제성 상호간에서도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서 산업화 기술들은 각각의 특성에 맞게 각 항목별 

만점 배정이 다르게 된다. 이와 같이 하위 지표에서부터 상위 지표에 이르기까지 

상대적 가중치를 결정하도록 하여 각 기술 고유의 특성을 반 하도록 하 다. <표 

29>은 개별기술에 대한 사전경제성평가결과 사례를 예시한 것이다. 가로축은 TRE 

Score를 나타내며 세로축은 예상 매출액을 나타내므로 위험과 수익을 동시에 고려

할 수 있는 2차원적인 관리가 가능하다. 산업화대상기술은 버블(bubble)로 표시되며 

버블의 크기는 투입대비 수익의 상대적 크기(비율)이다. 따라서 버블이 클수록 수익

성이 좋은 것이다. 

<표 27> 개별기술의 TRE Score 측정 사례(2)

상대적 가중치 점수

중요도 1
(과제책임자 자체 평가)

중요도 2
(최종 선택)

만점 득점

기술성(Technology) 50% 30% 30 53

자원성(Resources) 30% 30% 30 56 

경제성(Economics) 20% 40% 40 53 

총  점 100% 100% 100 54 

 

<표 28> 개별기술에 대한 사전경제성 평가 사례 요약

   예상

   매출액

    (억)

         TRE Score

목표(경제적 직접효과=총매출액) :  255억
  → 연평균 : 25.5억

목표 달성가능성( ) :     5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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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1단계 사전경제성평가 총괄

개별기술에 대한 사전경제성평가 결과를 합계하면 본 사업전체 관점에서의 사전

경제성평가 결과(예상 매출액, TRE Score)가 도출된다. 아래 표는 사업1단계 현재 

산업화대상 기술에 대한 평가치를 총 합계한 평가점수이다. 평가 결과 총 예상 매출

액은 7,054억원이다. 한편, 예상 매출액의 변동성을 나타내는 TRE Score는 평균 61

점으로 평가되어 향후 기대 매출액의 변동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 이

유는 개발대상 기술이 모두 미래원천기술로서 현재 시점에서의 시장 성숙도도 낮은 

것이 많으며 기술도 현재 개발완료가 아닌 개발 과정에 있는 점이 그대로 반 되었

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향후 기술개발이 완료되고 기술의 실제 산업화가 이

루어지는 시점에서의 재평가시에는 보다 향상된 TRE Score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한편, 각 산업화 대상기술을 동시에 <그림 38>과 같이 버블 차트(bubble chart)

로 나타내면 본 사업단내 전체 산업화 기술에 대한 기술 포트폴리오 분석이 가능하

다. 즉 고수익 및 저수익 기술의 구분, 고위험 및 저위험 기술의 구분이 가능해져서 

각각의 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분석 그래프를 제시할 수 있

는 것이다.

        

y축 예상  매 출 액      7,054억원 ☞ 연평균    282 억원

x축 목표달성가능성 (TRE Score)         61점 ☞분석기간  2005년∼2030년

     

<그림 38> 사업단내 산업화 기술에 대한 포트폴리오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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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홍보

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홈페이지 구축(2002. 9)

  - Url : http://www.komac.re.kr

  - 21C  프론티어 사업의 안내, 사업단 소개, 연구개발사업 소개, 대외 공시자료 등

록, 정보 공유, Community 등

나.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Brochure 제작 배포(2003. 3) - 1,000부

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판넬용 포스터 제작(2003. 3)

  - 한국원자력연구소 공학동에 설치하여 대외 홍보자료로 이용(시설 견학자 등)

라. 과학동아 5월호(2003. 5)

  - 특집: 「NT․BT․IT의 핵심설비 양성자가속기」편 게재

마. 대한민국과학축전(KSF2003)전시물 제작․설치(2003. 8)

  - 전시기간 : 2003. 8. 13 ∼8. 17(5일간)

  - 장  소 : 서울무역전시관

  - 전시내용

     ￭ 양성자 및 양성자가속기 설명 판넬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설명 판넬

  - 기념품(버튼) 및 리플렛 제작

     ￭ 수량 : 20,000개/부

     ￭ 배포내역 : 과학축전 기간 중 관람자 15,000여명 등

바. 리플렛 추가 제작(2003. 9)

  - 양성자가속기사업유치기관(부안군) 등 30,000부 배포

사.  부안군 공무원 대상 사업설명

  - 일  시 : 2003. 9. 25(목) 10:00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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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  상 : 6급 공무원 100여명

  - 내  용 : 양성자가속기사업 전반

아. 연구단지 30주년 기념 연구성과 전시회 참가(2003. 9)

  - 전시기간 : 2003. 9. 29 ~ 10. 5(7일간)

  - 장  소 : 국립중앙과학관

  - 전시내용 : 양성자가속기건설 판넬 및 이온원 등

자. 계간 과학사상 제46호(2003. 10)

  - 양성자가속기 사업의 추진 현황과 전망

차. 부안저널 취재(2003. 11)

  - 『특별기고』미래원천기술개발과 양성자가속기의 역할

  - 양성자가속기 사업이란 무엇인가

카. 한수원 직원 양성자가속기사업 특강(1, 2차)

  - 2004. 1. 29 한수원 직원 100명(1차)

  - 2004. 2. 3 한수원 직원 100명(2차)

  - 장  소 : 한국원자력연구소 국제원자력교육훈련센터

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홍보판넬 

제작 및 설치(2004. 2)

  - 한국원자력연구소 공학동에 설치하여 대

외 홍보자료로 이용(시설 견학자 등)

파. 전자신문 취재(2004. 3)

  - 『미래를 빛낼 ‘프론티어사업’』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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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양성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e-소식지(PEFP Newsletter) 발간(2004. 4)

  - 발간 주기 : 월 2회

  - 발간 방식 : 전자 파일형, E-mail 발송

  

가. 원우 3ㆍ4월호(2004. 4)

  - 『원자력이 열어가는 미래세계』 미래원천기술개발의 기초가 되는 양성자기반공

학기술개발사업  

나. 한국수력원자력과 양성자가속기 사업 상 

홍보물 제작(2004. 4)

다. 방사선융합기술(RTT) 설명회 시 양성자가속

기 사업설명

  - 일시 및 장소: 2004. 4. 30, 전북 원광대학교

  - 참석자 : 전라북도 관계자 등 30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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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이언스 타임즈 인터뷰(2004. 6)

  - 사업단 연구내용 및 개발현황, 기술수준 등

마. 2004년도 대한민국 과학축전 참가

  - 기  간 : 2004. 7. 23 ~ 7. 28(6일간)

  - 장  소 : 코엑스(서울 삼성동)

  - 주  제 : 양성자의 세계와 미래원천기술

     ￭ 사업설명 판넬 및 연구성과물 전시

바. 2004 사이언스 페스티발 참가

  - 기  간 : 2004. 7. 30 ~ 8. 9(11일간)

  - 장  소 : 대전 엑스포과학공원

  - 주  제 : 양성자의 세계와 미래원천기술

     ￭ 사업설명 판넬 및 연구성과물 전시

사. 나노소재기술 성과전시회 참가

  - 기    간 : 2004. 12. 8 ~ 12. 9(2일간)

  - 장    소 : aT센터(서울 양재동)

  - 전시내용 : 양성자사업단 소개 및 연구성과물 전시

아. 사업설명 시설견학 : 25회

  - 사업유치신청지역 주민,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및 학생, 외국인 전문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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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사업유치기관 선정업무

1. 사업유치기관 선정에 관한 기술요건 수립

가. 개요

(1) 소요부지,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시설은 사업유치기관에서 제공하는 것을 기본요건

으로 함.

(2) 시설의 활용성, 시설확장성 및 접근용이성 등을 고려하여, 중‧ 장기적으로 가속기 인

근에 관련연구시설, 교육기관, 첨단 과학 기술단지 및 관련 기업 등의 입주환경 조

성이 가능한 지역을 우선 선정함.

(3) 시설활용의 극대화를 위해 타 국가기반 연구시설과의 연계 및 유치기관과의 협력

을 통해 시설을 중심으로 한 과학기술단지 구현 등 관련 기관간 연계운 체제 구

축할 수 있도록 함.

(4) 상기의 요건을 총괄하여 체계적인 사업유치기관 평가기준을 수립

(5) 사업유치기관 선정의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운

나. 사업유치요건 및 평가기준 수립

(1) 고려사항

  - 신청가능기관  : 학교법인, 재단법인 및 지방자치단체 등 

  - 선정평가시 주요 검토 사항

     ￭ 입지조건 : 시설의 활용성, 시설확장성 및  접근 용이성 등을 중점 고려. 중․장

기적으로 가속기 인근에 관련 연구시설, 교육기관, 첨단 과학기술단지 및 관련 

기업 입주환경 조성이 가능한 지역

     ￭ 사업유치계획 : 사업유치계획 타당성, 부지․재원조달 적정성 등

     ￭ 사업수행능력 : 사업유치기관의 지원범위 및 수행능력, 유치지역의 발전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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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추진전략 등

  - 소요재원 조달

     ￭ 양성자가속기 시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예산에 포함

     ￭ 소요부지,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인프라구축사

업』으로서 사업유치기관과 참여‧협력 기관이 부담

  - 사업유치요건

     ￭ 기본요건 : 최소 10만평 이상 부지제공,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구축

     ￭ 부지제공조건 : 양여 또는 무상대부

     ￭ 부 지 정 지  : 제공부지 중 약 4만평의 부지정지공사 및 진입로

     ￭ 부 대 시 설  : 전력 및 용수공급시설

     ￭ 연구지원시설 : 연구동, 관리동, 기숙사 등 지원시설

  - 시설개요 (인프라구축 시설내용)

     ￭ 소요부지 : 최소 10만평 이상(활용면적 및 지형고려)이며 소요부지의 제공요

건은 다음과 같다.

    

<표 29> 소요부지 제공요건

소요부지 소요부지 제공요건

부지정지공사
 - 소요부지중 “1

st
 Phase Area"로 명기된 부지

   (약 4만평)에 대한 부지정지공사

진입로  - 제공부지로의 진입로
 

     ￭ 부대시설 : 부대시설은 전력공급설비와 용수공급설비로 크게 나뉘어 지며, 각

각의 시설 개념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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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0> 부대시설의 개념 및 규모

부대시설 명 시설 개념 및 규모

전력공급설비
 - 전력인입선로(154KV, 100MVA), 

 - 수전설비(154KV, 30MVA)

용수공급설비
 - 용수인입선로(1,000Ton/일)

 - 용수저장수조(3,000톤)

     ￭ 연구지원시설 : 관리동, 숙소동, 연구동, 공작동, 기타 연구지원시설로 구성되

며, 각각의 시설 개념 및 규모는 아래와 같다.

     

<표 31> 연구지원시설의 개념 및 규모

연구지원
시설 명

시설 개념 및 규모

관리동 - 양성자가속기 관리 및 행정동(400평)

숙소동
- 가속기연구인력 기숙사 및 이용연구인력 숙소

(500평)

연구동
- 저 에너지빔 이용연구동(600평)

- 중 에너지빔 이용연구동(1,000평)

공작동
- 공작동(400평), 진공 및 부품조립동(300평)  

  Utility 설비동(200평)

타 - 구내도로, 안내실, 조경, 가로등 등

            ※ 연구지원시설 내용 및 규모는 실시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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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감도 작성(1st Phase Area) 

(1) 100MeV 200A급 양성자가속기 센터 조감도 작성

      본 사업단이 10년간 추진하여 완성하여야 할 100MeV 20mA의 가속기시설을 바

탕으로 조감도를 작성함. 본 조감도는 사업유치기관 선정, 홈페이지 및 언론매체 홍

보, 관련 문서 작성시에 사용되었다.

   

<그림 39> 조감도(1
st
 Phase Area)

(2) 조감도(장기비전)작성 : 향후 본 사업단이 1GeV까지 시설을 증설하고, 주변에 관련 

산업시설과 기반시설이 조성되었을 경우를 고려하여 조감도를 작성하 음.

   

<그림 40> 조감도(장기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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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치도 초안 작성 : 양성자가속기시설의 lay-out을 일목요연하게 나타내기 위하여 

배치도 초안을 작성하 으며 건설공사과제에서 개념설계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

다. 보다 상세한 시설배치업무는 2차년도부터 건설공사관리 과제로 이관하 다.

  

<그림 41> 양성자가속기시설배치도 초안

2. 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

가. 개요

     사업유치기관선정작업은 1차년도까지는 본 과제에서 수행되었으나 본 사업의 부

지선정 작업이 원전수거물관리센터 부지선정과 연계됨으로 인해 2차년도부터 건설

공사관리 과제로 이관되었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는 1차년도에 수립한 본 사업의 

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에 대하여만 서술한다. 

     양성자가속기 입지 결정은 다기준의사결정(MCDM: Multi-Criteria Decision 

Making)으로 파악되어야 한다. 다기준의사결정은 기준들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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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이다. 관련 기법으로는 전문가의 누적된 경험에 의존하는 전통적 방식과 AHP방

식과 같은 경 과학적 기법으로 양분할 수 있다. 

나. MCDM 구성 6요소

     ￭ 의사결정자의 목표(goal)

     ￭ 평가기준을 고려하여 그들의 선호도에 따라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의사

결정권자, 집단

     ￭ 대안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set

     ￭ 의사결정 대안 set

     ￭ 환경변수

     ￭ 결과치(outcome) 또는 각각의 대안으로부터 얻어지는 결과

다.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수립과정: Step by step Approach

      

<그림 42> 선정평가기준 및 절차 수립과정
(step 3 까지만 분석)

STEP 1

목표 명확화
( GOAL & OBJECTIVES DEFINITION )

STEP 2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지표 선정
( PRIORITY & ATTRIBUTES SELECTION )

STEP 3

우선순위에 따른 가중치 결정
( WEIGHTS ALLOCATION )

STEP 4

민감도 분석
( SENSITIVITY ANALISYS)

STEP 5

최종안 선택
( RECOMMEND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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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tep 1 : 목표 명확화 (GOAL & OBJECTIVES DEFINITION)

  - 최종 목표(Goal)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프로젝트성공을 위한 최적의 

입지 선정.

  - 하위 목표(Objectives) : 최적입지선정시 고려대상이 되는 하위목표를 아래와 같

이 도출함.

     ￭ 기본적 규모의 충족

     ￭ 확장가능성

     ￭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타

     ￭ 사회정책적 요구 만족

     ￭ 불확실성 반 지표 : 사업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을 반

  - 최적입지선정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작성 : 최종목표(Goal)와 하위

목표(Objectives)를 이용하여 최적입지선정의 개념적 틀을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

로 추가적 분석을 실시.

<그림 43> 최적입지선정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

불확실성 반영지표㈜

최적입지

기본적 규모충족 여부 

확장가능성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타

사회 정책적 요구 만족 

OBJECTIVES 

GOAL     • • • • • • • • • • • • • • • 

㈜ 불확실성 반영지표 : 사업전반에 걸친 

                    불확실성을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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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 2 : 목표의 우선순위 결정 및 평가지표 선정 (PRIORITY & ATTRIBUTES 

SELECTION) 

  - 하위목표를 세부적인 평가지표로 구체화시킴

  - 최적입지선정의 개념적 틀(Conceptual Framework)을 바탕으로 목표(goal), 하위

목표(objectives), 평가지표(attributes)마다 우선순위를 부여함.

  - 우선순위 1 : 기본적 규모 충족 (PriorityⅠ: Fulfillment of Baseline Scope) 

        일단 기본적인 규모의 연구소가 건설되고 원활히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련된 

평가지표로서, 기본적 규모(Baseline)를 얼마로 책정할 것인가가 중요함. 기본적 

규모를 기점으로 선호체계가 바뀌므로(한계효용체감) 가중치의 배점도 바뀜. 동일

한 요인이라도 기본적 규모를 초과하는 값은 2순위 확장가능성에 배치하여 고려.

    

<그림 44> 기본적 규모와 선호체계의 변경

기본적 규모(Baseline Scope)

(예: 부지 10만평, 현금 200억)

부지 면적, 시설자금제공이 가장 중요한 평가지표

(면적과 자금에 가장 높은 가중치 부여) 

다른 평가지표와 함께 중요성판단 

 (면적과 자금에 보다 낮은 가중치 부여) 

             ※한정된 지방재정을 고려하고 경쟁의 과열을 막기 위해 연구지원시설건설을 위한 자금

제공은 200억을 초과하면 모두 만점 처리하여 추가적인 점수를 부여하지 않음

  - 우선순위 2 : 확장가능성 (Priority Ⅱ: Extensibility)

     ￭ 건설측면: 기본적 규모의 부지, 건물, 기타시설제공 여부

     ￭ 이용측면: 기본적 규모의 배후도시, 인프라, 과학산업단지, 학교의 조성, 클러

스터 구축 가능성      

     ￭ 어느 것을 중요시 할 것인가는 사업단의 선호체계에 달려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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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선순위 3 :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타

            (Priority Ⅳ: Cooperative Factor with a Local Community)

     ￭ 지역사회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 심각한 지역주민의 반대는 입지선정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요인(Cut-off 

Factor)으로 별도 관리해야 한다. 기타 여러 가지 제약 요인도 다음과 같은 

체계로 별도 관리해야 함.

<표 32> 입지선정대상 제외 요인(Cut-off Factors)

내용
심각한 수준일 

경우

경미하거나 

보완 가능할 경우

1. 최소부지면적 미달

2. 한 변 길이 1.1km 미달

3. 기타 핵심부지요건미달

4. 법적 개발 제한 존재

5. 문화재 잔존

6. 지장물 존재

7. 주변시설에 대한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

8. 주변시설로부터의 환경 문제 유

발 가능성

 평점과 

관계없이 

입지선정에서 

제외

 관련 항목 평점 

부여시 일정률을 

감소시킴

  - 우선순위 4 : 사회정책적 요구만족(Priority Ⅲ: Socio-political Factor)

     ￭ 국토의 균형발전과 같은 사회, 정책적 요구사항에 부합하여야 한다.

     ￭ 정치논리에 희생되어서는 안 됨. 

  - 최종적으로 도출된 평가지표와 각 평가지표간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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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평가지표와 우선순위의 결정

우선순위

(PRIORITY)

하위목표

(OBJECTIVES)

평가지표

(ATTRIBUTES)

상세

우선순위
내용

1

기본적규모

충족

1.1  연구지원시설제공(25)

1.2  기본개발유용면적평가(12)

1.3  전력공급설비(10)

1.4
 부지정지 및 진입로(3), 국내주요도

시로부터의 접근성(3)

1.5

 용수공급설비(2), 시설배치계획과의 

부합도(2), 인근 협력가능한 이공계

대학 또는 연구소(2)

1.6

 법적 개발제한 유무 및 그 해결의 

용이성, 문화제 관련 유무 및 그 

해결의 용이성, 지장물(묘지, 전주, 

가옥 등)유무 및 그 해결의 용이

성, 지반구조의 안정성, 지리적 위

험요소고려, 市이상 배후도시의 시

청사까지의 거리, 배후도시의 주거

환경



- 106 -

우선순위

(PRIORITY)

하위목표

(OBJECTIVES)

평가지표

(ATTRIBUTES)

상세

우선순위
내용

2 확장가능성

2.1
 협력대상시설들의 입주환경 조성가

능성

2.2
 본 가속기 확장용 초과제공부지평

가

2.3  기존의 명시적 개발지원 정부정책

3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타

3.1
 사업유치기관 또는 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법적 또는 행정적 지원책

3.2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

 주변시설에 의한 환경요인

4
사회정책적

요구만족

4.1  유치희망지역 평균소득순위 

4.2
 반경 20km이내에 본 사업과 무관

한 지역 개발계획의 유무

사업전반적인 

불확실성 반 지표

 사업추진체계

 사업계획의 목표 및 전략

 전반적인 재원조달 방안, 

 조직계획수립, 적정책임자 및 전문

인력확보, 인력동원계획 등 고려, 

사업유치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의 구체성 등

      

(3) step 3 가중치결정 : step 2에서 결정된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우선순위가 높은 항

목에 가중치를 크게 부여함.

  - 제 1 안 :  Rule of Thumbs       

     ￭ 전문가의 누적된 경험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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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결정자의 주관성 개입정도가 가장 큼.

     ￭ 의사결정의 일관성 유지 힘듦

     ￭ 민감도 분석이 힘듦

     ￭ 평가결과에 대하여 근거 설명이 어려움

     ￭ 평가지표간의 우선순위를 밝힌 단계이후에 가중치를 결정하므로 상기의 문제

점을 어느 정도 보완.

  - 제 2 안 : AHP(Analytical Hierarchy Process)

     ￭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방식에 의한  논리적이고 단계적인 분석과정

을 사용

     ￭ 의사결정과정에서 주관성개입을 최소화(완전히 배제하지는 못함)

     ￭ 의사결정의 일관성 확보, 민감도 분석이 용이(전문 소프트웨어 이용. 예 : 

Experts Choices )

     ￭ 평가결과에 대한 근거 설명이 용이

     ￭ 본 사업단의 부지선정위원들이 AHP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을지는 미지수. 

따라서, STEP 3 이후 대안 평가단계에서는 AHP를 적용할 수 없음. 가중치 

할당 단계에만 이용.

  - 제 3 안 : FAST(Functional Analysis System Technique)

     ￭ AHP와 같은 쌍대비교방식을 사용함.

     ￭ AHP보다는 단순한 계산, 이해하기 쉬움.

     ￭ 직관에 의한 강제할당을 병행

  - 가중치배분 최적안 도출

     ￭ 가안 1∼3은 최종안을 도출하기 위한 기본안임

     ￭ 가안 1∼3을 기반으로 하여 토론과정을 거쳐 미세조정 (Fine Tuning)을 실시

     ￭ 아래의 표와 같은 가중치 배분의 최적안 도출

     ￭ ( )안은 가중치 배분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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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종합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배분 최종안)  

우선순위

(PRIORITY)

하위목표

(OBJECTIVES)

평가지표

(ATTRIBUTES)

상세

우선순위
내용

1

기본적규모

충족

(66)

1.1  연구지원시설제공(25)

1.2  기본개발유용면적평가(12)

1.3  전력공급설비(10)

1.4
 부지정지 및 진입로(3), 국내주요도

시로부터의 접근성(3)

1.5

 용수공급설비(2), 시설배치계획과의 

부합도(2), 인근 협력가능한 이공계

대학 또는 연구소(2)

1.6

 법적 개발제한 유무 및 그 해결의 

용이성(1), 문화제 관련 유무 및 그 

해결의 용이성(1), 지장물(묘지, 전

주, 가옥 등)유무 및 그 해결의 용

이성(1),지반구조의 안정성(1), 지리

적 위험요소고려(1), 市이상 배후도

시의 시청사까지의 거리(1), 배후도

시의 주거환경(1)

2
확장가능성

(14)

2.1
 협력대상시설들의 입주환경 조성가

능성(8)

2.2
 본 가속기 확장용 초과제공부지평

가(5)

2.3
 기존의 명시적 개발지원 정부정책

(1)

3

지역사회와의 

협력

및 기타

(4)

3.1

 사업유치기관 또는 기관이 속하는 

지역의 법적 또는 행정적 지원책

(2)

3.2
 환경문제 유발 가능성(1)

 주변시설에 의한 환경요인(1)

       *기본적규모(Baseline Scope)  부지 10만평, 연구지원시설 2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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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순위

(PRIORITY)

하위목표

(OBJECTIVES)

평가지표

(ATTRIBUTES)

상세

우선순위
내용

4

사회정책적

요구만족

(3)

4.1  유치희망지역 평균소득순위(2) 

4.2
 반경 20km이내에 본 사업과 

무관한 지역 개발계획의 유무(1) 

사업전반적인 

불확실성 반 지표

(13)

 사업추진체계(4)

 사업계획의 목표 및 전략(3)

 전반적인 재원조달 방안(2), 

 조직계획수립, 적정책임자 및 

전문인력확보, 인력동원계획 등 

고려(2), 사업유치기관에서 

계획하고 있는 장기발전계획의 

구체성 등(2)

 

라. 사업유치기관선정 기준의 작성 

       step1∼3까지의 분석을 통해 도출한 상기 최적안을 사업유치기관 선정기준으로 

확정하 다. 단, 평가자 및 피평가기관이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 양식과 

같이 우선순위가 아닌 항목간의 유사성 기준으로 묶어서 사업유치기관선정평가위

원회 및 사업유치기관에 제출하 다.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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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사업유치기관 선정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착안점

사

업

부

지

(45)

제공면적 

평가

(17)

  ■ 사업유치기관에서 제공하는 사업부지면적에 대한 평가

    - 제공면적에 대한 점수제 적용; 

     ① 기본제공면적(10만평)에 대한 기본점수 적용(12)

     ② 기본제공부지 외 초과분에 대한 점수 적용(5)

     

    - 제공부지 확보방안에 따른 환산계수 적용; 

     ① 신청기관이 기 소유하고 있는 부지

     ②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확보 예정인 부지

    - 평가=(제공면적에 대한 점수×환산계수)

입지조건

평가

(20)

 가. 개발의 용이성(5)

    -법적개발제한 여부 및 해결 용이성

    -지장물(묘지, 전주, 기타 지장물) 유무 및 그 해결용이성

    -문화재 관련 유무 및 그 해결의 용이성

    -개발에 따른 주변 생활불편민원 가능성

    -기존의 개발지원 정책

 나. 부지요건의 만족성(5)

    -시설배치계획과의 적합성(300m×1,100m 요건)

    -지반구조의 안전성(지반보강 필요성 여부)

    -지리적 위험요소 요인(지진, 홍수 등)

    -주변시설에 의한 환경요인

    (농축산업, 교통상의 피해가능성 등)

 다-1. 부지 지리적 요건 : 시설접근성 및 용이성 평가(5)

    -이용자가 상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지리조건

    -국내 주요도시로 부터의 접근성(고속도로, 철도 등)

    -인근의 산학연 협력대상기관 분포

 다-2. 부지 지리적 요건 : 연구원 주거환경 및 배후도시평가(2)

    -부지로부터의 주요 배후도시 유무

    -배후도시까지의 거리

    -배후도시의 문화여건 및 주거환경 등

 다-3. 부지 지리적 요건 : 사회적 측면에서의 국토 이용성(3)

    -사회적 측면에서의 국토 이용성

    -해당지역의 법규상 개발지원 정책



- 111 -

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착안점

사

업

부

지

(45)

시설

확장성

평가

(8)

 ■ 가속기 인근의 관련연구시설, 교육기관,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관련기업 등의 입주 환경 조성 가능성

    -확장 예정부지의 규모 및 확보방안 평가;(6)

     ① 확장 예정부지의 면적에 대한 점수 적용

     ② 확장 예정부지의 확보방안에 대한 환산계수 적용

     

    -단지조성계획의 구체성(2)

     ① 단지조성의 기본계획 수립여부

     ② 단지조성 주체기관의 재원 조달방안

부

대

시

설

(15)

부지정지

공사 및

진입로

(3)

 가. 부지정지공사(2)

    -부지정지 구역설정, 공사계획, 건설허가계획의 타당성

     ① 평가결과 환산계수 적용

    -부지정지공사 추정공사비에 따른 난이도 평가

     ① 공사의 경제성(추정공사비 대비)

 나. 진입로(1)

    -진입로 구역설정, 공사계획, 건설허가계획의 타당성

     ① 평가결과 환산계수 적용

    -진입로 추정공사비에 따른 난이도 평가

     ① 공사의 경제성(추정공사비 대비)

전력공급

설비

(10)

 가. 전력인입선로(6)

    -전력 인입선로의 제원

    -전력 입입선로의 설치계획 적정성

    -시설 설치관련 기관(한전)과의 협의 및 계획수립 여부

 나. 수전설비(4)

    -수전설비의 제원

    -수전설비의 설치계획 적정성

용수공급

설비

(2)

 ■ 용수공급시설 추진계획의 적정성(2)

    -용수공급선로 및 저장수조의 제원 

    -용수공급선로 및 용수저장수조의 설치계획

    -시설 설치관련 기관과의 협의 및 계획수립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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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및 착안점

연

구

지

원

시

설

(25)

연구지원

시설

(25)

 ■ 사업유치기관에서 제공하는 연구지원시설에 대한 평가

     - 부담규모에 대한 점수제 적용; (25)

     ① 기본부담규모(200억원)에 대한 기본점수 적용

     - 추진계획의 평가에 따른 환산계수 적용;

     ① 연구지원시설 건설 위한 재원조달의 구체성 및 현실성

     ② 연구지원시설 건설의 적정성 및 추진계획 등

    - 평가=(기본점수×환산계수)

 ■ 사업유치기관에서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

하는 경우 평가

    -기존시설의 활용

     ① 제공 기존시설의 규모, 상태 및 활용 적정성

    -신규 건설하는 연구지원시설

     ② 기존시설 외 신규로 건설하는 시설에 대한 평가는 

기본부담규모 산정 기준으로 기본점수제를 적용하여, 

환산 계산

사

업

추

진

계

획 

및 

능

력

(15)

사업추진

계획

(8)

 가. 사업추진 목표 및 전략평가 (3)

    -사업 목표, 추진내용 및 추진일정의 명확성, 타당성 및 

구체성

    -사업추진전략 및 방법의 적정성

    -사업유치 기본요건에 대한 구축계획

 나. 사업추진 체계평가 (3)

    -사업추진체계의 적정성

    -관련기관과의 협력체계 및 업무분담의 구체성

    -주관기관과 참여․협력기관의 역할 및 협력계획

    -사업단과 유치기관과의 협조․협력관계 추진방안 및 계획

 다. 전반적인 재원조달 방안의 평가 (2)

    -재원조달 계획 및 방안의 적정성 및 확실성

    -참여 및 협력기관의 출자계획 및 적정성

    -확보재원 투자의 구체성 및 차질시 대처방안

사업추진

능력 및 

의지평가

(7)

 가. 사업추진 조직 평가 (2)

    -사업유치신청기관의 추진조직에 대한 계획

    -사업유치신청기관의 인력참여계획 등

    -사업유치기관 및 참여․협력기관 사업추진조직 지원방안

 나. 사업유치기관의 추진의지 평가 (3)

    -사업유치신청기관의 사업추진의지 및 실현가능성

    -사업유치신청기관 또는 기관이 속한 지역의 법적․행정

적지원책

 다. 사업유치기관의 지역발전계획 평가 (2)

    -사업유치신청기관의 장기발전 계획의 구체성

    -지역사회에의 기여방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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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사업유치기관 선정 기술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

(1) 선정절차

  - ‘사업유치기관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객관적인 평가 실시

  - 1차 예비평가는 점수화하지 않고 제출서류에 대한 객관적 자료분석 실시 (부적합 기

관 탈락)

  - 2차 세부조사를 통하여 후보가능기관 선정

  - 신청기관의 현장조사, 발표 및 패널평가 병행실시 

  - 선정된 후보가능기관을 대상으로 3차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2∼3개의 예비기관선

정 및 우선순위 추천

  - ‘사업단 운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1개 기관 선정

(2) 선정시 고려사항

  - 신청한 부지가 제외기준에 해당될 경우 해당 기관에 다른 대안 부지를 요청하며, 

대안부지가 없을 경우 평가대상지역에서 제외

  -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부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종합평가 (상대평가)하여 

선정

  - 응모 사업유치신청기관이 하나일 경우는 세부조사를 실시한 후 제외기준에 해당

되지 않으면 최종 유치기관으로 선정

  - 후보기관 최종선정방법 : 2차 평가(세부조사) 결과에 따라 복수의 후보기관으로 

1,2위를 선정한다. 다만 1,2위 선정을 위해 차 순위와의 점수차가 3점  이내일 경

우에는 3차 평가(종합평가)에서 후보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해서 정 평가를 

수행하는 방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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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업유치기관 선정 추진 경위

가. 사업유치기관 신청 공고(02. 12. 31)

  - 공고 : 과기부, KISTEP, 사업단 Homepage

  - 공고내용 : 사업유치 요건, 사업유치신청 및 선정 절차 등 행정 요건

       

나. 5개 지역 사업유치 신청 및 서류 평가

  - 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위원회 구성 : 김제완 위원장 외 13명(03. 1. 8)

  - 신청 지역에 대한 사업유치설명회 개최

     ￭ 종합 설명회 : 2003. 1.10

     ￭ 장소 : 대전 원자력 연구소 INTEC

     ￭ 참여 인원 : 25개 기관, 100여명

     ￭ 지역 설명회 : 2003. 1.13 ~ 2003. 1.20

     ￭ 장소 : 5개지역(전라북도, 강원대, 익산

시, 경북대, 철원군)

     ￭ 참여 인원 : 37개 기관, 460 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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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지역 : 전북, 광, 경북대, 철원, 춘천(03. 2. 28)

<표 36> 사업유치신청 주관기관별 제공부지내역

제공제공 면적면적주소주소

22.8만평

20만평

22.6만평

10만평

20만평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일원

춘천시 신북읍 지대리 및 용산리 일원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일원

대구시 율암동 동대구 IC 북쪽 일원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일원

전라남도 영광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철원군

경북대학교

전라북도

11

22

33

44

55

제공부지내역제공부지내역사업유치신청사업유치신청
주관기관주관기관

접수순서접수순서
제공제공 면적면적주소주소

22.8만평

20만평

22.6만평

10만평

20만평

전남 영광군 묘량면 삼효리 일원

춘천시 신북읍 지대리 및 용산리 일원

강원도 철원군 김화읍 청양리 일원

대구시 율암동 동대구 IC 북쪽 일원

전북 익산시 왕궁면 동봉리 일원

전라남도 영광군

강원도 춘천시

강원도 철원군

경북대학교

전라북도

11

22

33

44

55

제공부지내역제공부지내역사업유치신청사업유치신청
주관기관주관기관

접수순서접수순서

  - 사업유치기본요건 적합여부 검토 (03. 3. 1 ~3. 15)

     ￭ 5개 유치신청기관 모두 사업유치요건을 만족하여 2차평가 대상기관으로 선정 

(사업부지, 부대시설 및 연구지원시설 제공)

다. 5개 유치신청지역 현장, 발표패널 평가완료

  - 현장조사 수행(03. 3. 19 ~ 3. 24) : 양성자기

반공학기술개발사업 유치신청기관 부지 현

장 기술조사 수행

  - 현장조사 일정

     ￭ 사업유치기관 방문 : 30분

     ￭ 사업제공부지 조사 : 30분      

     ￭ 확인 및 요청사항 협의 : 30분

  - 패널평가 수행(03. 4. 11) :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 유치신청기관 기술요건 평가 

수행

     ￭ 일시 : 2003. 4.11(금), 10:00 ~ 18:00

     ￭ 장소 : 서울 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 

제 4 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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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패널평가 일정

     ￭ 발표 : 30분, 질의응답 : 40분

     ￭ 발표자 포함 7인 이내 관계자 배석

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부지확보사업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연계추진 공고

(과기부, 산자부장관)  

  - 사업유치기관 선정지연요인 발생 

     ￭ 2003년 4월 15일에 본 사업의 사업부지선정이 원전수거물센터의 부지선정과 

연계추진되는 것으로 결정됨에 따라, 상기 선정절차 및 선정기준과는 관계없

이 사업부지선정 관련 후속업무를 2차년도부터 건설관리공사로 업무 이관하

여 추진하 다. 

마. 선정평가방식 특허출원

     - 사업유치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상기와 같이 평가기준서의 작성 및 계층적의사

결정과정(AHP)에 의한 배점의 결정, 인터넷을 이용한 공고 및 서류업무 처리 

등  축척된 노하우를 체계화하여, 각종 공공 프로젝트의 선정 관련 업무를 온

라인으로 신속∙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구축하여 현

재 2004년 5월 BM(Business Method)특허로 출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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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1. 1차년도 연차별 목표대비 추진실적

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100%달성)

(1)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완료 및 운

     - 연구기획 지원 및 연구관리 업무(연구과제관리시스템의 일반현황관리, 예산관

리, 성과관리, 진척률관리, 문서관리, 연구원관리 등) 운 .

     - 사업종합보고 체제구축 및 진도관리

     - 사업단 서버구축 및 운

     - 사업 기술 자료의 문서공유를 위한 사이버자료실 구축완료

     - 과제간 기술연계성 사항 조정 및 기술업무지원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2)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 사업건설 공정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  : Project Numbering 절차서 작성, 사

업 WBS 및 1차년도 세부 Activity작성 및 통합시스템에 입력완료

     - 사업 Critical Path 구축 완료 및 기술관리업무 추진

     - 사업 구매업무 기술지원 실시

나. 가속기인허가(100%달성)

(1) 20MeV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요건검토 : 가속기 인허가 법규 및 절차 정립

다. 사업품질관리(100%달성)

(1) 사업 품질보증 절차서 작성

     - 사업 수행절차서 작성(사업착수단계 절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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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 사업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3) 사업 품질관리 업무수행

     - 기술문서, 기기제작, 공사관련 품질관리 업무수행

(4) 인허가 관련 품질관리업무 지원

     - 인허가 요건 검토 수행

라. 사업국제협력(100%달성)

(1)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유지업무

     - 중국 :  IHEP와의 DTL 개발 및 부품제작 협의 및 양해각서(MOU) 체결  

(2)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관리업무

     - 국제공동연구 : MEGAPIE Project (중성자 생산 액체 표적시스템의 공학적 타

당성연구)

(3) 국제자문, 워크샾, Summer School 등 국제협력 기술지원

     - 제7차 양성자가속기(HPPA) 워크샾 개최완료

마. 사업유치기관 선정업무(100%달성)

(1) 사업유치기관 선정에 관한 기술요건 수립

     - 사업유치기관 선정요건서 작성

     - 사업유치신청기관 평가기준서 및 절차서 작성

(2) 사업유치기관 선정 기술평가 및 조사에 관한  사항

     - 사업유치 기술적 요건 수립

     - 사업유치신청기관 현장조사 절차서 작성

     - 사업유치신청기관 발표․패널평가 기준서 작성

(3) 사업유치기관 선정 협약 관련 기술지원업무

     - 양성자가속기 인프라구축 건설일정 및 기본요건 수립

     - 양성자가속기 배치도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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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성자가속기 조감도 작성

바. 사업관리(100%달성)

(1) 사업추진 정책 및 전략분석

     - 사업의 효율적 관리와 성과의 효과적 활용을 위한 전략경 계획 수립 (Road 

Map)

2. 2차년도 연차별 목표대비 추진실적

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100%달성)

(1)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통합관리시스템 운  및 보완 : 이슈관리 시스템 등 보완

     -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성과관리기능 보완

     - 사업종합보고 및 진도관리 : 사업 총괄 및 과제진척관리

     - 버그 수정,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시스템 수정을 지속적으로 실시. 시스템

의 원활한 운  도모 

     - 사업 기술자료 관리 : 사이버 자료실을 활용한 사업 기술 자료의 공유를 촉진

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자료 등록을 권고함

     - 과제 간 기술연계성 사항 조정 및 기술업무 지원

     - 문제 발생시 즉시 이슈 등록을 유도, 등록된 이슈는 관련 과제책임자 및 사업

단 차원에서 조치 완료(예정)

(2)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 사업수행 절차서에 의한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이행 

     - 사업건설 공정관리 시스템 : 사업공정관리, WBS 연동체계를 본 사업단 현실에 

보다 적합하도록 지속적인 업데이트

     - 사업 Critical Path 공정 및 기술관리, 연구 이슈관리

     - 사업 전 기간 마스터 스케줄 관리 및 수정(Modified C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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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가속기인허가(100%달성)

(1) 이온 주입기 인허가 서류작성 요건검토

     - 이온 주입기 인허가 법규 및 절차 정립

(2) 20MeV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요건검토

     - 가속기 인허가 법규 및 절차 정립

다. 사업품질관리(100%달성)

(1) 사업 품질보증 절차서 작성 완료 및 이행

(2) 사업 품질관리 업무수행 

     - 가속기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품목 연구과제 Q.A. Survey 수행

(3) 인허가 관련 품질관리업무 지원 : 사업 품질보증계획서 작성

라. 사업국제협력(100%달성)

(1)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유지업무

     - 일본 J-Parc과 양성자가속기 기술협력  

(2)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관리업무

     - 국제공동연구 : MEGAPIE Project (중성자 생산 액체 표적시스템의 공학적 타

당성연구)

(3) 국제자문, 워크샾, Summer School 등 국제협력 기술지원

     - 제7차 양성자가속기 워크숍 개최

     - 제1회 국제기술 자문회의 개최

마. 사업관리(100%달성)

(1) 사업정책, 전략수립 및 사업홍보

     - 사업추진 정책분석

     - 사업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측정을 위한 Tool 검토 및 개념체계 구축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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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추진 전략수립

     -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완료

(3) 사업 홍보

     - 사업에 대한 대국민 홍보 활동 수행

3. 3차년도 연차별 목표대비 추진실적

가. 통합사업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100%달성)

(1)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통합관리시스템 운  및 보완 : 사용자 편의 중심에 입각한 시스템 기능의 지

속적인 개선. 전화 또는 이메일 및 개별 방문을 통한 지속적인 통합 시스템 활

용을 독려

     - 연구기획 및 관리업무 

     - 사업종합보고 및 진도관리 : 각 과제 책임자에 대한 지속적인 통합시스템 입력 

관리 실시

     - 사업단 서버 운  : 버그 수정 및 바이러스 체크

     - 사업 기술자료 관리(사이버 자료실 관리) : 연구결과물의 공유 유도

     - 과제 간 기술연계성 사항 조정 및 기술업무 지원

(2) 사업공정 및 기술관리

     - 사업수행 절차서 작성 및 운  

     - 사업건설 공정관리 시스템 운

     - 사업 Critical Path 공정관리 및 기술관리

나. 가속기인허가(100%달성)

(1) 이온 주입기 인허가 서류작성 준비

(2) 20MeV 가속기 인허가 서류작성 준비

     - 기술업무는 기술 분야에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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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사업품질관리(100%달성)

(1) 사업 품질보증 절차서 운용

(2) 사업 품질보증계획서 운용

(3) 사업 품질관리 업무수행 : Q.A. Audit를 실시하여 품질관리 미이행 및 개선점을 지

적하고 권고안 제시 

(4) 각 과제별 품질관리업무 지원 : 기술문서, 기기제작, 공사 관련 품질관리 업무 수행

라. 사업국제협력(100%달성)

(1) 외국기관과의 협력약정 체결 및 유지업무 수행(미국, 일본, 중국)

(2) 국제공동연구 및 위탁연구 관리업무 수행(스위스 PSI, MEGAPIE)

(3) 제2회 국제자문위원회, 제8회 워크샵, Summer School 등 국제협력 기술지원 업무 

수행

마. 사업관리(100%달성)

(1) 사업정책, 전략수립 및 사업홍보

     - 사업추진 정책분석 : 사업 투자의 경제적 효과분석 최종보고서 작성 완료

     - 사업추진 전략수립 

     - 사업경제성평가 완료 : 사업 전체에 대한 경제성평가 보고서 작성 완료

     - 전략적 성과관리시스템 운 방안 확립 :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사전 경제성 평

가 체계 확립 및 산업화 대상 기술에 대한 사전 경제성 평가 보고서 작성 완료

     - 사업홍보업무는 3차년도부터 사무국으로 업무 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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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성과물

논문게재 학술발표 특허출원 특허등록 기술료수입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건수 금액(천원)

2 - 7 - 2 - - - - -

가. 논문게재(국내)

제 목 저자명 학술지명 연도,권,호,쪽 게재/발표

  Designing A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in PEFP

이승현, 주포국 

김준연, 조진삼
 산업공학회지

 2003 

산업공학회지 

특별호, 

pp.361~366

게재

  Project cost estimating 

on PEFP

조진삼, 주포국 

김준연, 이승현
 산업공학회지

 2003 

산업공학회지 

특별호, 

pp.309~313

게재

나. 학술회의 발표(국내)

발표제목 학회명-발표장소 발표일자

Designing A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in PEFP  KAPRA Workshop, 철원 2003. 7.16

Project cost estimating on PEFP  KAPRA Workshop, 철원 2003. 7.16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경제성 평가모형 설계 산업공학회,전북대학교 2004. 5.22

R&D 실용화를 위한 TRE 전략시스템 설계 및 구축 2004 KAPRA & KPS/DPP Joint Workshop 2004. 7. 9

PEFP  사회적 편익측정을 위한 GATES 설계 2004 KAPRA & KPS/DPP Joint Workshop 2004. 7. 9

R&D 실용화를 위한 TRE 전략시스템 설계 및 구축 사단법인 한국프로젝트 기술관리회 2004.10.29

R&D 과제선정을 위한 기술타당성 평가시스템 설계 및 응용 산업공학회,전북대학교 2004.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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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

출원명 출원인
출원/등록 

일자

출원/등록 

번호

출원/등록

국가
비고

  인터넷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이용한 범용적 

평가-선정모형

이승현 

주포국 

김준연 

조진삼

2004-05-11 2004-022 대한민국 출원

  R&D 성과의 실용화를 

위한 TRE 전략시스템

조진삼 

주포국 

김준연 

이승현

이태준

2004-07-09 2004-53613 대한민국 출원

라. 장치 또는 개발품 목록 

장치명 주요 제원

 자체 개발 웹 소프트웨어 

 TRESIS(TRE Strategic 

Information System)

 ￭ 웹서버 : IIS 5.X 이상

 ￭ 데이터베이스 서버 : SQL Server 2000

 ￭ 클라이언트 제원 : Window 98/2000/XP/NT 

                     Internet Explore 5.X 이상

 통합시스템 서버
  Fujitsu PRIMERGY C200 BU FS
 (PIII 1,4GHz)

마. 홍보실적 및 내역

홍보내용 발표장소 일시 비고

사업홍보 비디오, 팜플렛
지역민 및 유관 

단체에 배포
수시

홍보비디오는 

한수원 협조

이메일 뉴스레터 상 동 월 평균 1회 -

대한민국 과학축전 COEX ‘03.8.13~17 -

사업단 홈페이지 운 인터넷 -

3차년도부터 

사무국으로 

업무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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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기타 성과

순번 문서번호 문서 제목

1 PE-00101-AP-P001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

2 PE-00102-AI-P00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결과 보고서

3 PE-00301-AM-P001 통합시스템구축 업무내역서

4 PE-00301-AM-P002 통합시스템 기본구성도

5 PE-00301-AM-P003 통합시스템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도

6 PE-00301-AM-P004 연구과제관리시스템 사용자 메뉴얼

7 PE-00302-AB-P001 사업관리 ACTIVITY 구상안

8 PE-00302-AB-P00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1차년도 과제별 Activity

9 PE-00302-AB-P00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2차년도 과제별 Activity

10 PE-00302-AB-P004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3차년도 과제별 Activity

11 PE-00304-AI-P001 기술문서 검토 승인 절차서

12 PE-00306-AB-P001 사업관리 WBS 구상안

13 PE-00401-RT-P001 인터넷 서버-클라이언트 시스템을 이용한 평가-산정모형 보고서

14 PE-00403-RT-P001 사업투자 경제성평가 Tool 개발보고서

15 PE-00403-RT-P002 R&D 성과관리를 위한 TRE 전략시스템 구축 보고서

16 PE-00802-QA-P00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품질보증계획서

17 PE-00802-QA-P002 사업 품질보증절차서

18 PE-00803-QA-P001 Quality Assurance Survey Report

19 PE-00904-DR-P001 100 keV 이온주입기 인허가 요건 검토보고서

20 PE-00904-DR-P002 이온 주입기 생산 인허가 보고서

21 PE-01001-AB-P001 PEFP WBS

22 PE-80101-AA-P001 양성자가속기 배치도

23 PE-80101-AA-P002 양성자가속기 조감도

24 PE-80101-DR-P001 사업유치 기본요건서

25 PE-80101-DR-P002 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26 PE-80101-RZ-P001 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 지표 및 배점 구성 체계

27 PE-80101-RZ-P002 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1차 평가(예비검토)내역서

28 PE-80101-RZ-P003 사업유치기관 선정평가 기준 및 절차 2차 평가(세부조사)해설서

29 PE-80101-RZ-P004 사업유치기관 현장조사 계획서

30 PE-80101-RZ-P005 사업유치기관 제공부지현장조사 녹화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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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기대성과

1. 기술적 측면

가. 본 연구개발사업은 선형양성자가속장치 및 빔 이용장치의 제작, 설치를 하여야 하

는 바 이에 필요한 기자재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등의 일련의 업무가 전 사업

기간 동안에 일관성을 가지고 연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고, 장치 ․시설의 제작 및 

설치비용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므로 이에 대한 일정관리도 사업성공의 중요한 요인

이 됨.

나. 이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

을 통해 사업의 전주기적 관리에 의한 사업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임.

2. 경제∙산업적 측면

가. 본 사업과 같은 대형연구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함에 있어서 세부과제들을 유기적으

로 연결하고 통합관리 함으로서 프로젝트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사업의 성공적 수

행으로 기술혁신의 성과를 높일 수 있다. 

나. 양성자공학 기반기술의 체계적인 공급으로 양성자 빔 이용 및 가속장치 응용산업

기술의 활성화를 촉진하고, 가속장치 유치지역 인근에서 벤처창업과 산업구조 첨단

화를 유발하게 될 것이다.

다. 특히, 경제성평가 및 시설이용자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가까운 장래에 예측

되는 가속장치의 확장과 시설이용자들의 증대에 대비한 시설 확장 계획 수립에 활

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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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활용방안

   사업 1단계 동안 사업통합시스템관련 업무 성과를 지속적으로 지식베이스

(Knowledge-Base)화 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향후 본 사업에 대한 통합관리에 

있어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추진을 기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 사업과 유사한 

대형 양성자가속장치의 개발, 건조 및 운 에 참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세부 항목별로 연구결과의 활용방안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   

   (향후 사업 전주기 관리에 활용) 본 양성자기반1공학기술개발사업은 가속기 제작과 

건설 공정 및 빔이용을 통한 기술실용화에 이르는 다양한 개별과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도 지리적으로 상이한 곳

에 위치하고 있다. 이로 인해 각 과제간의 인터페이스의 원활한 조정을 통한 사업 

전체 목표달성으로의 유도가 중점적으로 부각된다. 본 과제에서는 1단계 동안 축척

되어온 사업단 서버 구축 및 운 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향후 사업 기술자료 관리, 

과제 간 기술연계성 사항 조정 및 기술업무 지원(이슈관리) 등 향후 사업의 전주기

적 관리에 있어서 보다 신속∙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2. 사업 공정 및 기술관리

   (사업공정 전주기 관리에 활용) 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가속기 제작과 

건설 및 빔이용과제가 동시에 추진되는 사업이다. 더욱이 건설공사가 본격화 되는 

향후에는 본격적인 사업공정 관리에 중점을 두어 추진하여야 하는 바, 1단계에 축

척한 사업 Activity 및 WBS의 구축, 과제별 진척률과 사업전체 진척률의 연동 등 

공정 및 기술관리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보다 안정적인 프로젝트 관리가 가능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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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속기 인허가

   (이온빔 장치, 20MeV/100MeV 가속기 인허가에 활용) 현재 보유중인 이온빔장치에 

대한 인허가를 비롯하여 향후 취득할 예정인 가속기에 대한 인허가 요건을 검토하

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후 가속기 인허가에 획득시점에서 신속한 업무처리

와 인적 물적 소요 자원의 확인 및 인허가 요건에 맞는 가속기 제작이 이루어지도

록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되었다. 

4. 사업품질관리

   (사업 전주기 품질관리에 활용) 본 사업은 다양한 연구주체가 다양한 지역에서 개

별 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최종적으로 취합하여 하나의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다. 아울러 1단계 이후 2, 3단계로 사업이 진행될수록 이러한 과제간 

인터페이스의 조정과 위험(Risk)의 조기 발견 및 문제 발생시 명확한 책임소재 규

명 절차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따라서, 본 과제에서는 1단계에서 

구축한 품질관리절차서 작성 및 Q.A. Audit의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의 보다 복합

적으로 발생하는 각 과제 및 과제간 품질관리 업무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시행

할 것이다.

5. 국제협력 기술지원

   (사업 전주기 동안의 국제협력 및 Spallation Neutron 기술개발에 활용) 1단계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한미, 한중, 한일 기관간 국제협력과 MEGAPIE 국제

공동연구를 계속 추진하여 향후 연구성과가 도출될 경우 공동 활용할 수 있도록 추

진하고자 한다. 사업의 국제협력에 과정에서 그동안 축척되어온 인적∙물적 협력관

계를 계속 유지하고 강화하여, 연구 성과의 실질적인 공유 및 사업정책결정에 있어

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커뮤니티의 형성과 정보의 교류를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6. 사업정책, 전략수립 및 홍보 

   (사업 전주기 동안의 전략 추진 및 보완에 활용) 최종적으로 미래 첨단 원천 기술

의 확보와 산업적 응용을 목표로 하고 있는 본 사업단에 있어서 1단계에서 작성한 

기술로드맵(TRM)이 실제 연구개발과정과 상용화 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연구

기획과 전략수립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 전체의 경제성평가 및 개

별 연구개발과제에 대한 사전경제성평가도 그 결과를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향후 실용화 과제 및 사업전체의 전략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사업정책 수립측면에 있어서, 1차년도에 본 과제에서는 사업유치기관 선정 평가 

기준의 작성 시 다기준의사결정(MCDM)의 오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선진기법인 

계층적의사결정과정(AHP)을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분석적 기법들을 추후 사업정책 및 기획 작업에 있어서도 지속적

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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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용자 로그인

a. 개요

ㄱ. URL을 입력하면 최초에 위와 같은 사용자 로그인 화면이 표시된다.

ㄴ. 모든 사용자는 위의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을 받아야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b. 기능

ㄱ. ID와 Password를 입력하고 ①영역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인증을 받을 수 있다.

ㄴ. 처음 사용하는 사용자는 사용자 신청을하여야 한다. 사용자 신청을 할 때에는 사용자 로그인 

화면에서  ②영역의 회원가입 버튼을 누른다.

ㄷ. ③영역의 ID/PASSWORD찾기 버튼을 클릭하면 ID/Password를 찾을 수 있다. 이때 필수 입력사

항을 입력하면 메일로 발송이 된다.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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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자 등록

a. 개요

ㄱ. 사용자 로그인 화면에서 회원가입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모든 사용자들이 통합사업관리 시스템 운영을 위해서 필수적으로 가입하여 관리자로부터 승

인을 받아야 한다.

b. 기능

ㄱ. 희망 ID를 입력하고 ①영역의 찾아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사용 가능한 ID인지를 검색한다.

ㄴ. 필수 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사용자 정보가 저장된다.

ㄷ. 사용자 ID는 관리자의 승인이 이루어져야만 사용 가능하다.

ㄹ. 학력은 최종학력을 기준으로 입력한다.

ㅁ. 경력기간, 학술발표의 기간, 발표일자는 yyyymmdd형태의 날짜를 입력한다. (예:20030520)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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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인화면

a. 개요

ㄱ. 사용자 인증을 받아서 로그인이 이루어지면 최초에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화면이다.

ㄴ. 모든 사용자는 위의 로그인 화면에서 인증을 받아야 통합사업관리 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연구과제항목은 사용자와 관련이 있는 항목만 보여진다. 연구과제가 종료되면 자동 

삭제된다.

ㄴ. ①영역의 연구과제항목을 클릭하면 해당과제의 일반현황 화면으로 이동한다.

ㄷ. ②영역은 공지사항을 최근에 등록한 5개를 기본으로 보여준다. 공지사항 항목을 선택하면 상

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또한 나머지 공지사항 항목 조회를 원할 시 more버튼을 클릭하면 

등록되어 있는 모든 공지사항 항목을 조회할 수 있다.

ㄹ. ③, ④영역의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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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과제관리

 4‐1 일반현황

a. 개요

ㄱ. 사용자 인증을 받아서 로그인 후 좌측의 연구과제 항목을 클릭하면 사용자에게 표시되는 최

초의 화면이다.

ㄴ. 과제의 단계별, 연차별 기본정보를 등록하고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연구과제항목을 클릭하면 해당과제의 일반현황이 보여진다.

ㄴ. 일반현황이 존재하면 기본정보를 보여주고 이때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존재하지 않으면 일

반현황 정보를 신규등록 할 수 있다.

ㄷ. ②영역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과제의 일반현황이 있

으면 기본정보를 보여준다.

ㄹ. 일반현황의 기본정보가 존재하면 참여기업등록을 할 수 있다.

ㅁ. 참여기업등록은 1건씩 실행한다.

ㅂ. 등록된 참여기업정보의 삭제를 원할 경우는 참여기업 삭제버튼을 클릭한다.

ㅅ. ③영역의 메뉴를 클릭하면 해당 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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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진척률관리

a. 개요

ㄱ. 진척율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의 Activity별 진척율을 조회하고 등록하는 화면이다.

ㄷ. 각 Activity별 이슈사항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검색조건을 선택하면 조건에 해당하는 Activity항목의 보여진다.

ㄴ. 검색조건에서 완료는 진척율이 100%인 경우를 말한다.

ㄷ. ②영역의 Activity를 선택하면 해당 이슈항목이 ④영역에 보여진다. 

ㄹ. ③영역의 진척율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진척율이 등록된다.

ㅁ. 진척율은 100%를 입력할 수 없다. 단, 산출물이 없는 Activity는 100%입력이 가능하다.

ㅂ. ②영역의 Activity를 선택한 후 ⑤영역의 이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이슈를 등록할 

수 있다.

ㅅ. ⑥영역의 숫자 및 화살표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된다.

①

④

③

⑤

②

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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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이슈관리

a. 개요

ㄱ. 과제의 Activity별 진척율을 조회하고 등록하는 화면이다.

ㄴ. 각 Activity별 이슈사항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Activity항목을 선택하면 ②영역에 이슈항목이 보여진다.

ㄴ. ②영역에서 이슈의 제목을 클릭하면 이슈의 상세내역을 볼 수 있다.

ㄷ. ③영역의 이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새로운 이슈를 등록할 수 있다. 단, ①영역에서 

Activity선택이 먼저 이루어져야 신규등록이 가능하다. 

②

①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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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이슈등록, 수정

 

a. 개요

ㄱ. 각Activity별 이슈사항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ㄴ. 이슈관리에서 이슈 선택 시 상세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이슈조회에서 이슈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①영역의 화면이 나타난다.

ㄴ. ①영역에 이슈사항을 필수입력사항에 내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한다.

ㄷ. 이슈관리에서 이슈항목을 선택하면 ②영역의 화면이 나타난다. ②영역의 화면은 선택한 이슈

항목의 상세내역을 보여준다. 

ㄹ. ②영역에서는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수정하여 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내용이 수정된다.

ㅁ. ①, ②영역의 CLOSE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종료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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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문서관리

 

a. 개요

ㄱ. 문서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의 Activity별 산출물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ㄷ. 각 Activity별 첨부파일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에 산출물이 등록된 Activity항목을 보여진다.

ㄴ. ①영역의 Activity항목을 선택하면 각 Activity의 해당 첨부파일을 ④영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ㄷ. ②영역의 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Activity별 산출물을 등록할 수 있다.

ㄹ. ③영역의 기본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산출물이 있는 Activity의 기본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ㅁ. ①영역의 Activity 항목을 선택하고 난 후 ⑤영역의 파일Upload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첨부 

할 수 있다.

ㅂ. ⑥영역의 파일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첨부파일을 선택적으로 삭제할 수 

있다.

ㅅ. ⑦영역의 숫자 및 화살표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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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첨부파일관리

 

a. 개요

ㄱ. 문서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의 Activity별 산출물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ㄷ. 각 Activity별 첨부파일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에 산출물이 등록된 Activity항목을 보여진다.

ㄴ. ①영역의 Activity항목을 선택하면 각 Activity의 해당 첨부파일을 ④영역에서 조회할 수 있다.

ㄷ. ④영역의 첨부파일을 선택하면 기본정보에서 설정된 권한에 따라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ㄹ. ②영역의 승인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첨부파일에 대한 승인 처리를 한다. 승인처리가 된 첨부

파일에 관해서는 승인 취소버튼이 활성화된다. 단, 권한이 부여된 사용자에 한해서 실행가능 

하다.

ㅁ. ③영역의 Upload버튼을 클릭하면 Revision파일을 등록할 수 있다.

ㅂ. ⑤영역의 파일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④영역에서 선택된 파일을 삭제한다.

①

③②

⑤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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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문서등록

 

a. 개요

ㄱ. 문서관리 화면에서 등록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의 Activity별 산출물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Activity항목을 선택을 선택하고 필수입력 항목들을 입력하고 저장한다. Activity항목

은 산출물이 존재하는 항목만 출력된다.

ㄴ. ②영역의 접근권한의 설정에 따라서 첨부파일의 다운로드 권한이 설정된다. 이때 개인별로 접

근권한을 설정하면 개인에게 관련정보가 기재된 메일이 발송된다.

ㄷ. ③영역에서 첨부파일의 개수를 설정할 수 있다. 설정한 개수에 따라서 ④영역의 Row가 증가

한다.

ㄹ. ④영역의 구분에서 문서를 선택하면 Document Type과 Drawing Type이 비활성화 된다. 

ㅁ. ④영역의 첨부파일 및 필수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여 저장한다.

①
②

③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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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기본정보 조회, 파일 Upload

                    

                                         

a. 개요

ㄱ. 문서관리 화면에서 기본정보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첨부파일 관리 화면에서 파일 Upload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은 Activity항목의 기준정보를 보여주고 수정 가능하다.

ㄴ. ①영역은 접근권한의 설정에 따라서 첨부파일의 다운로드 권한이 설정된다. 이때 개인별로 접

근권한을 설정하면 개인에게 관련정보가 기재된 메일이 발송된다.

ㄷ. ②영역은 첨부파일을 추가할 때 사용된다. 구분에서 문서를 선택하면 Document Type과 

Drawing Type이 비활성화 된다. 

ㄹ. ①, ②영역의 CLOSE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이 종료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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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기자재관리

a. 개요

ㄱ. 기자재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별 산출/연구 기자재를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에서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기자재항목이 출력된다.

ㄴ. ②영역의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기자재를 등록할 수 있다.

ㄷ. ③영역의 기자재 항목을 선택하면 기자재항목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ㄹ. ④영역의 숫자 및 화살표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된다.

①
③

②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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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기자재등록

a. 개요

ㄱ. 기자재관리 화면에서 신규등록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별 산출/연구기자재를 등록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에서 기자재구분을 선택하면 ②영역의 항목이 가변적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ㄴ. ③영역의 첨부파일 개수를 선택하면 선택된 개수 만큼 Row가 증가한다.

ㄷ.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기자재정보가 등록된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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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1 기자재 상세보기

a. 개요

ㄱ. 기자재관리 화면에서 기자재항목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별 산출/연구기자재의 등록정보를 보여주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기자재구분에 따라서 ②영역의 항목이 가변적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ㄴ. ①영역의 승인버튼을 클릭하면 기자재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 진다. 승인이 이루어지면 승인취

소버튼이 나타난다.

ㄷ. ①영역의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기자재정보 수정화면으로 이동한다.

ㄹ. ①영역의 삭제버튼을 클릭하면 기자재정보가 삭제된다.

ㅁ. 첨부파일을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②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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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자재수정

a. 개요

ㄱ. 기자재관리의 상세보기 화면에서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별 산출/연구기자재의 등록된 정보를 수정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에서 기자재구분에 따라서 ②영역의 항목이 가변적으로 화면에 나타난다.

ㄴ. ③영역의 첨부파일 개수를 선택하면 선택된 개수 만큼 Row가 증가한다.

ㄷ. ③영역에서 기존에 첨부된 파일을 체크하고 저장하면 파일이 삭제된다.

ㄹ.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저장하면 기자재정보가 등록된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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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예산관리

a. 개요

ㄱ. 예산관리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과제의 단계별, 연차별 예산을 등록,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예산관리는 기존에 일반현황이 등록되어 있어야만 신규등록 가능하다.

ㄴ. ①영역의 검색조건에 따라서 예산정보가 나타난다. 단, 일반현황이 등록되어 있어야 조건이 

나타난다.

ㄷ. ②영역의 기간은 예산이 적용되는 기간을 나타낸다. 단, 일반현황이 등록되어 있어야 나타난

다.

ㄹ. ③영역은 기존에 예산정보가 등록되어 있으면 수정이 가능하고 등록되어 있지않으면 신규등

록이 가능하다. 입력항목에 정보를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정보가 저장된다.

ㅁ. ③영역의 정산버튼을 클릭하면 수정이 불가능하다. 정산처리가 이루어 지면 정산취소 버튼이 

나타난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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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커뮤니티

5‐1 공지사항 조회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사항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공지사항이 나타난다.

ㄷ. ③영역은 공지사항 제목을 선택하면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는 다

운로드 받을 수 있다.

ㄹ. ④영역의 숫자 및 화살표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된다.

ㅁ. 공지사항은 관리자만 등록 가능하다.

①

②

③

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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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공지사항 상세보기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공지사항 화면에서 공지항목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사항의 상세내역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은 관리자가 등록한 공지내역을 상세하게 보여준다.

ㄷ. ②영역에서 첨부파일이 있을 경우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ㄹ. ②영역의 목록버튼을 클릭하면 공지사항 조회 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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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게시판 조회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게시판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및 답변 항목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나타난다.

ㄷ. ③영역은 제목을 선택하면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ㄹ. ④영역의 숫자 및 화살표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된다.

ㅁ. ⑤영역의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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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게시판 상세보기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게시판 조회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또는 답변의 상세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은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또는 답변의 상세내용을 보여준다.

ㄷ. ③영역의 답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글에 대한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ㄹ. ③영역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한다. 단, 등록자만 수정 가능.

ㅁ. ③영역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글을 삭제할 수 있다. 단 등록자만 삭제 가능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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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게시판 등록, 수정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게시판 조회 화면에서 글쓰기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커뮤니티의 게시판의 상세보기 화면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ㄷ. 사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게시물을 수정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의 게시물 내용이 출력이 되면 수정이 가능하고 게시물이 내용이 없을 때는 신규등록

이 가능하다.

ㄷ. ②영역의 다시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등록 시 입력되어 있던 내용이 초기화된다.

ㄹ.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게시물이 저장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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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게시판 답변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게시판의 상세보기 화면에서 답변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게시물에 답변 글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은 답변 대상글 내용이 출력된다. 

ㄷ. ③영역은 ②영역의 글에 대한 답변내용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ㄹ.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답변글이 저장된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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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 자료실 조회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자료실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및 답변 항목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나타난다.

ㄷ. ③영역은 제목을 선택하면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ㄹ. ③영역의 첨부파일 이미지를 클릭하면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ㅁ. ④영역의 숫자 및 화살표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된다.

ㅂ. ⑤영역의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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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 자료실 상세보기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자료실 조회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또는 답변의 상세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은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또는 답변의 상세내용을 보여준다.

ㄷ. ②영역에서 첨부파일이 존재하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ㄹ. ③영역의 답변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글에 대한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ㅁ. ③영역의 수정 버튼을 클릭하면 수정화면으로 이동한다. 단, 등록자만 수정 가능.

ㅂ. ③영역의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글을 삭제할 수 있다. 단 등록자만 삭제 가능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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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자료실 등록, 수정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자료실 조회 화면에서 글쓰기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커뮤니티의 자료실의 상세보기 화면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ㄷ. 사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게시물을 수정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의 게시물 내용이 출력이 되면 수정이 가능하고 게시물이 내용이 없을 때는 신규등록

이 가능하다.

ㄷ. ②영역의 다시 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등록 시 입력되어 있던 내용이 초기화된다.

ㄹ. ②영역에서 게시물 내용을 수정할 때 파일을 첨부하면 기존의 파일이 삭제된다.

ㅁ.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게시물이 저장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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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0 자료실 답변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자료실의 상세보기 화면에서 답변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기존에 등록되어 있는 게시물에 답변 글을 등록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은 답변 대상 글 내용이 출력된다. 

ㄷ. ③영역은 ②영역의 글에 대한 답변내용을 입력하는 항목이다.

ㄹ. ③영역에서 첨부파일을 등록하면 답변글에 첨부파일이 추가된다.

ㅁ.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답변글이 저장된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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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1 Q&A 조회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Q&A 메뉴를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항목을 조회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의 검색조건을 입력하고 검색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항목이 나타난다.

ㄷ. ③영역은 제목을 선택하면 상세보기 화면으로 이동한다.

ㄹ. ④영역의 숫자 및 화살표를 클릭하면 페이지가 이동된다.

ㅁ. ⑤영역의 글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등록 화면으로 이동한다. 

①

②

③
④

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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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Q&A 상세보기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Q&A 조회 화면에서 항목을 선택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 및 관리자가 등록한 답변의 상세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은 사용자가 등록한 게시물의 상세내용을 보여준다

ㄷ. ③영역은 관리자가 등록한 답변의 상세내용을 보여준다.

ㄹ. 처리상태가 처리중일 경우는 최초 등록한 사용자가 게시물을 삭제 할 수 있다.

①

②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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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Q&A 등록

a. 개요

ㄱ. 커뮤니티의 Q&A 조회 화면에서 글쓰기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ㄴ. 커뮤니티의 Q&A의 상세보기 화면에서 수정버튼을 클릭하면 나타나는 화면이다.

ㄷ. 사용자가 게시물을 등록하거나 기존 게시물을 수정하는 화면이다.

b. 기능

ㄱ. ①영역의 메뉴를 선택하면 관련 화면으로 이동한다.

ㄴ. ②영역의 게시물 내용이 출력이 되면 수정이 가능하고 게시물이 내용이 없을 때는 신규등록

이 가능하다. 이때 처리상태는 접수 중 이라는 처리상태가 된다.

ㄷ. ②영역의 다시 쓰기 버튼을 클릭하면 신규등록 시 입력되어 있던 내용이 초기화된다.

ㄹ. 필수입력항목을 입력하고 저장버튼을 클릭하면 게시물이 저장된다.

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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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0  Project Management

       0.01.00  Project Policy and Strategy

               0.01.01 General

               0.01.02 Project Plan

               0.01.03 Project Expansion Plan

               0.01.05 Government Interface

               0.01.06 Infra-Project Interface

               0.01.07 Public Relation

               0.01.08 Technical Market Environmental

               0.01.09 Supervising Authority

0.02.00  Project Administration

               0.02.01 Project Administration

               0.02.02 Project Organization & Manpower Control

               0.02.03 Procurement Administration

               0.02.04 Contract Administration

               0.02.05 Site Selection Administration

               0.02.06 Infra-Project Administration

0.03.00  Project Control

               0.03.01 Project Control System

               0.03.02 Schedule Control

               0.03.03 Cost Control

               0.03.04 Document Control

               0.03.05 Information Control

               0.03.06 Project Implementation and Control

0.04.00  Project Performance Management

               0.04.01 Project Evaluation

               0.04.02 Technical Evaluation

               0.04.03 Overall Performance Evaluation

               0.04.04 Evaluation Structure Development

0.05.00  System Development and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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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05.01 System Definition and Revision

               0.05.02 System Integration

               0.05.03 System Development

               0.05.04 Technical Coordination

0.06.00  Safety 

               0.06.01 Safety Requirements 

               0.06.02 Accident Definition and Analysis

               0.06.03 Safety Review

               0.06.03 Activities Ensuring Safety

0.07.00  Environmental and Waste Management

               0.07.01 Environmental Issues and Impact Statement

               0.07.02 Environmental Planning and Management

               0.07.03 Waste Issues

               0.07.04 Waste Planning and Management

        

0.08.00  Quality Assurance

        0.08.01 QA/QC Trend and Requirement

        0.08.02 QA/QC Planning and Procedure

               0.08.03 QA/QC Activities

0.09.00  License

        0.09.01 Regulatory Compliance

        0.09.02 SAR Preparation

        0.09.03 Operation License

        0.09.04 KINS Administration

0.10.00  Project Support Services

               0.10.01 General

               0.10.02 International Cooperation

               0.10.03 Construction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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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  R&D and Technical Support

1.01.00  Front End R&D

1.01.01 Ion Source R&D

1.01.02 RFQ R&D

1.01.03 Beam Dynamics

1.02.00  Linac Development

1.02.01 RF Structure R&D

1.02.02 Beam Dynamics

1.02.03 Beam Diagnostics

1.03.00  Ring, Transfer Line and Target System Development

1.03.01 Ring R&D

1.03.02 Transfer Line R&D

1.03.03 Target System R&D

1.04.00  Beam Tube, Guide & Instrument Development

1.04.01 Degrader R&D

1.04.02 Instrument Specifications

1.04.03 Instrument Layout Coordination

1.04.04 Detector R&D

1.04.05 Beam Optics & Guide

1.05.00  Global Control System Development

1.05.01 System Software Evaluation

1.05.02 Network Study

1.05.03 Control Integration

1.05.04 Control Hardware Evaluation

1.06.00  Radiation Shield & Safety

1.06.01 System Radiation Shield Evaluation

1.06.02 Safety Evaluation

1.07.00  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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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01 Front End Commissioning

1.07.02 20MeV Linac Commissioning

1.07.03 100MeV Linac Commissioning

1.07.04 SCL Commissioning

1.07.05 Ring Commissio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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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  Accelerator Front End Systems

2.01.00  Injector

2.02.00  LEBT System

2.03.00  RFQ Accelerator

2.04.00  MEBT System

2.05.00  Control System

2.06.00  Water System

2.07.00  Mechanical System

2.08.00  Technical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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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  Linac Systems

3.01.00  RF Systems

3.01.01 High Power RF System

3.01.02 Power Supply System

3.01.03 Low Level RF System

3.02.00  Normal-Conducting RF Structure & Magnet System

3.02.01 DTL (I)

3.02.02 DTL (II)

3.02.03 DTL (I) Magnet System

3.02.04 DTL (II) Magnet System

3.03.00  Super-Conducting RF Structure

3.03.01 SCRF Cavity & Cryomodule

3.03.02 Cryogenic System

3.03.03 SCL Magnet System

3.04.00  Vacuum System

3.04.01 DTL (I) Vacuum System

3.04.02 DTL (II) Vacuum System

3.04.03 SCL Vacuum System

3.05.00  Control System

3.05.01 Control System Integration

3.05.02 RF System Control

3.05.03 RF Structure & Magnet System Control

3.05.04 Vacuum System Control

3.05.05 Beam Diagnostics

3.05.06 Water System

3.06.00  Mechanical & Water System

3.06.01 Mechanical System

3.06.02 Wat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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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7.00  Physics & Beam Diagnostics

3.07.01 Linac Physics

3.07.02 Linac Beam Diagnostics

3.08.00  Beam Dump

3.08.01 20MeV Beam Dump & Shielding

3.08.02 100MeV Beam Dump & Shielding

3.08.03 260MeV Beam Dump & Shielding

3.08.04 1000MeV Beam Dump & Shielding

3.08.05 Ring Beam Dump & Shielding

3.09.00  Technical Support

3.09.01 Management and Physics Support

3.09.02 Survey and Alignment

3.09.03 Constr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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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  Ring, Transfer Line and Target Systems

4.01.00  Ring System

4.01.01 HEBT (High Energy Beam Transport) System

4.01.02 Injection System

4.01.03 Magnet & Power Supply System

4.01.04 Vacuum System

4.01.05 RF System

4.01.06 Ring System Diagnostics

4.01.07 Collimation & Shielding

4.01.08 Extraction System

4.01.09 Ring Control System

4.02.00  Transfer Line System

4.02.01 20MeV Beam Transfer Line System

4.02.02 100MeV Beam Transfer Line System

4.02.03 260MeV Beam Transfer Line System

4.02.04 RTBT (Ring to Target Beam Transport) System

4.03.00  Target System

4.03.01 Target Assembly

4.03.02 Moderator System

4.03.03 Reflector Assembly

4.03.04 Vessel System

4.03.05 Target Station Shielding

4.03.06 Target Utility System

4.03.07 Remote Handling System

4.03.08 Control

4.04.00  Technical Support

4.04.01 Management and Physics Support

4.04.02 Survey and Alignment

4.04.03 Construction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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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0  User Facilities

5.01.00  Construction of 20MeV Proton Beam Lines

5.01.01 Demand Survey of the 20MeV Proton Beam

5.01.02 Beam Distribution Magnet

5.01.03 Control System

5.01.04 Beam Diagnostic System

5.01.05 Vacuum Systems

5.01.06 Water System

5.01.07 Radiation Shielding and Safety

5.01.08 BL#20_1 (for BT)

5.01.09 BL#20_2 (for IT)

5.01.10 BL#20_3 (for ST)

5.02.00  Construction of 100MeV Proton Beam Lines

5.01.01 Demand Survey of the 100MeV Proton Beam

5.01.02 Beam Distribution Magnet

5.01.03 Control System

5.01.04 Beam Diagnostic System

5.01.05 Vacuum Systems

5.01.06 Water System

5.01.07 Radiation Shielding and Safety

5.01.08 BL#100_1 (for ST)

5.03.00  R&D and Technical Support

5.03.01 Energy Degradation Technology R&D

5.03.02 Beam Current Control Technology R&D

5.03.03 Beam Distribution Technology R&D

5.04.04 Beam Diagnostic System R&D

5.04.00  Utilization Project Interface and Coordination

5.04.01 Interface to the Accelerator Development

5.05.00  User Support

5.05.01 6MeV Proton Beam Test Facility (S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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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5.02 Uses of International Facilities

5.06.00  Neutron Beam Instrument

5.06.01 Information

5.05.01 Plan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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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00 Beam Utilization Development

6.10.00  Functional Material Development

   6.11.00 Development of mass production technology for enhancing wearability of 

                  hair cutting blades 

6.11.01 Design & manufacture of ion source for hair cutting blades 

6.11.02 Design & manufacture of accelerator tube for hair cutting blades 

6.11.03 Manufacture of working chamber & jig system for hair cutting blades 

6.11.04 Development of ion implantation process for mass production &       

                        Production of proto-type

 

           6.12.00 Development of ion beam sputtering technology for mold & die

6.12.01 Design & manufacture of ion source for sputtering

6.12.02 Design & manufacture of jig system for sputtering

6.12.03 Development of ion sputtering process for mold & die

 

           6.13.00 Development of Antistatic polymer by ion beam treatment

           6.14.00 Development of corrosion resistant technology for food can by ion 

                  beam treatment

           6.15.00 Development of high-density recording disks by ion beam treatment

           6.16.00 Development of high-lubricant lubber product by ion beam treatment

6.20.00  Nano Technology Development

   6.21.00 Development of SOI wafer fabrication technique by ion-cut process

6.21.01 Development of CMP technique for SOI wafer fabrication

6.21.02 Development of wafer cleaning technique for direct wafer bonding

6.21.03 Development of plasma immersion ion implantation technique

6.30.00  Bio Technolog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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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31.00 Development of useful genetic resources by proton-beam irradiation

6.31.01 Establishment of optimum spectrum

6.31.02 Development and improvement of useful host strains

6.31.03 Identification of useful genetic resources

6.31.04 Optimization of PHB production

6.31.05 Optimization of copolymer production

6.31.06 Development of abiotic-stress resistance and high quality field crops using 

                        ion beam

   6.32.00 Mutation Breeding of Ornamental and Vegetable Crops by Using Heavy 

                 lon Beam

6.32.01 Determination of the Optimum Dose and Energy Spectrum of Ion 

Beams for Mutation Induction

6.32.02 Development of Selection Methods for Ion Beam Induced Mutants

6.32.03 Genetic Analysis of Selected Mutants

6.32.04 Application of Mutants for Vegetable and Ornamental Crop 

Improvement

6.32.05 Development of New Ornamental Plants and Analysis of the Mutant   

Derived from Ion-Beam Irradiated Plant Organisms

6.40.00  Information Technology Development

   6.41.00 Technology development of uniform irradiation of protons and analysis of   

                    induced defects

 6.41.01 Technology development of uniform irradiation of protons for various

                       device structures 

        6.41.02 Design of a 6 inch wafer securing stage for irradiation

        6.41.03 Technology development of analysis defects in Si semiconductors 

induced by proton irradiation using DLTS analysis and C-V profiling  

techniques

        6.41.04 Analysis of the donor or accept-like defects induced by proton and 

their effects on the properties of devices

 6.41.05 Studies on relationship between the concentrations of deep levels 

and the carrier lifetime.

 6.41.03 Technology development of in  situ measurement of carrier life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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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its distribution by optical or microwave techniques) on the 

6 inch wafer scale

6.50.00  Space Technology Development

   6.51.00 Space Radiation Environment Simulation Using KOMAC for 

Radiation-Tolerant Space-Based Electronic Components

6.51.01 Development of space radiation environment simulation facility

6.51.02 Development of radiation testing technology for space-based 

electronics components

6.60.00  Medical Application

  

6.70.00  Radiation Technology Development

 

6.80.00  User Program

   6.81.00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Proton Accelerator User Program

          6.82.00 Basic Science

6.82.01 Neutron Scattering Studies of Magnetic Materials

6.82.02 Transmutation Studies of Compound Semiconductors Using Neutron 

                      and Proton Beam

6.82.03 A Study of Structural Analysis for Functional Nano-materials Using 

                      the Neutron Scattering Method

6.82.04 Proton Irradiation Effect on Hydrogen Bond in Material and 

                      Biological Systems

          6.83.00 Engineering and Technology

6.83.01 Fabrication and Application Technology of Proton Beam Detector Array

6.83.02 Novel Biomimetic Membranes Using Irradiation of Proton Beams

6.83.03 Study on High-Energy Proton Irradiation Effects on GaAs Solar Cells

6.83.04 Applications for Defense Science and Technology of KOMAC

6.90.00  Technical Support and Utilization Project Coord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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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00  Industrial  Application

7.01.00  Planning and Operation of Industrial Application Center

7.01.01 Development of Industrial Application Items & Technology

7.01.02 Study of Industrial Feasibility

7.01.03 Establishment of Venture Drive Strategy

7.01.04 Establishment of Self-Reliance Plan for Industrial Application Center

7.02.00  Development of Ion Beam Technology for Industrial Application 

7.02.01 Development of Ion Beam Equipment Technology

7.02.02 Establishment of Data Base of Ion Beam Technologies

7.02.03 Maintenance of Ion Implantation System

7.03.00  Business Development and Support

7.03.01 Strategic Planning

7.03.02 Business Plan

7.03.03 General Collaboration and Support

7.03.04 Organization and Budget

7.04.00  Busines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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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nerally, the strategic management system(SMS) in business management is categorized into 

two types: One is quantitative and the other is non-quantitative. At a point of view of clarity and 

easiness in use, the former is better in analyzing and summing up strategic business units(SBU)' 

performances, because it measures every strategy performance by specific numbers or levels. 

However, this type of SMS is not full-fledged, especially in  the field of R&D commercialization 

management. So, this work put its purpose on building up conceptual framework of the quantitative 

SMS and designing its web-based system. Through this work, it is expected that better R&D 

strategic management could be achieved not only in the private sector but also in the 

governmental sector.



목            차

1 서론 ··············································································································································································1

1.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개요 ···········································································································1

1.2 연구의 목표 ·······················································································································································2

2 본론 ··············································································································································································3

2.1 기술수명주기  기술이 단계 ···················································································································3

2.2 시스템 설계 ·······················································································································································5

   2.2.1 사업평가 모듈 ········································································································································10

   2.2.2 실용화 략 리 모듈 ····························································································································16

   2.2.3 실용화 차 리 모듈 ····························································································································23

2.3 시스템의 략 리 범 ·······························································································································23

2.4 시스템 구  ···················································································································································24

3. 결론 ···········································································································································································25

(참고문헌) ·····································································································································································28



- 1 -

1. 서론

본 연구는 과기부에서 지원하는 21세기 프론티어R&D사업의 하나인 양성자기반

공학기술개발사업의 효과적인 기술 실용화를 관리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양성자기

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 약 10년간에 걸쳐 대용량 양성자가속기

를 건설하는 것을 일차적 목표로 하고 있으며, 더 나아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의 구축 및 다양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실용화를 달성하는 것을 최종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본 사업의 전략 목표를 달성하려면 핵심기술의 개발과정만을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핵심기술을 제품화하여 대량생산단계에 이르는 R&D 실용화 전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전략관리도구가 필요하다. 아울러, 연구의 특성상 국립연구소와 민간

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연구를 진행하므로 이 둘을 하나로 묶어 관리할 수 있는 

기능도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본 사업단의 종합적인 요구에 상응하는 전략관리시

스템(SMS : Strategic Management System)을 구축하고자 한다.

1.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개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과기부에서 주관하는 21세기 프론티어 R&D사업

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21세기 신산업을 이끌어 나갈 나노기술, 생명과학, 항공우주, 

정보통신, 환경 및 의료, 국방 분야와 더불어 기초과학(물리, 화학, 생물학)연구에 필

요한 양성자 가속장치를 제공하여 국가적 차원의 미래원천기술을 확보하는 것에 목적

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하여, 2002년부터 2012년 까지 10년에 걸쳐 100MeV 20mA의 

사양을 가진 선형양성자가속기를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4년 7월 1일 현

재 2차년도 과제가 종료된 상황이다. 사업단내 연구과제는 가속기장치개발 분야, 빔 

이용 분야, 통합시스템 및 기술지원 분야 등, 3개 분야 33과제로 분류되어 있다. 참여

기관은 산․학․연 총 33개 기관이며 사업비는 128,567,000,000원이다. 사업기간은 

2002년부터 2012년까지이며 총 3단계로 구분된다. 본 사업단의 조직 현황은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3팀(Team) 1랩(Lab)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중 실용화팀은 양성자기반

공학기술을 실용화로 연계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 실용화

(Utilization)이란 실질적인 현금수입을 기대하여 대량생산에 의한 시장진입을 실시하

는 단계인 상업화(Commercialization)단계 뿐만 아니라 그 직전 단계인 상업화 탐색단

계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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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

전담평가단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운영위원회

심사평가위원회 자문위원회

사무국

가속기개발팀 가속기건설팀 실용화팀
빔이용 랩

표 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조직 현황

   이 중 실용화팀은 본 사업단내에서 실용화대상 과제의 선정과 기획안 작성, 선정

된 과제의 전략수행관리, 사후 평가 등 R&D 실용화 수명주기 전체를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실용화 운영 각 과정에서 적용가능한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관리 도구가 필요

하다. 

1.2 연구의 목표

 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정부R&D사업이다. 정부 R&D에 대한 정의는 다

양하나, 본 논문에서는 민간 R&D에 대한 상대적인 개념으로만 사용한다. 즉, 정부

R&D사업은 시장실패(Market Failure)로 인해 일반적으로 민간R&D에서 해결할 수 

없는 공공부분의 R&D를 정부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며, 민간 

R&D와 정부 R&D를 모두 포괄하는 개념인 국가R&D와는 상이한 개념이다.1) 

  이러한 각국의 정부 R&D사업은 그 시대별로 추진방향이 변천되어 왔다. 초기 

R&D 시대에는 순수과학자체에 목적을 두었으나 최근 지식사회로의 변화과정에서 정

부R&D사업들이 실용화에 그 무게를 더욱 두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정부R&D

사업의 실용화에 있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적극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참

여기업과 정부연구소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기법이 전무한 실정이며, 더 나아가 

1) 홍사균, 배용호, "정부R&D사업의 구조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정책연구2000-2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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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생산과 같은 두 주체의 고유 기능을 전략과 연계시키는 전략통합형 관리도 요

원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의 목표는 첫째, 선행연구와 실무를 통해 R&D 수명주기의 각 단계

마다 요구되는 전략관리시스템의 기능을 규명하는 것이며 둘째, 규명된 기능을 웹

(Web)기반 시스템으로 구축하여 공동으로 참여한 정부연구소와 민간 참여기업의 통

합 관리 및 전략정보의 공유가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

하는 구축하고 셋째, 본 사업단 이외의 정부 R&D사업 및 민간 R&D사업에서도 이용

될 수 있도록 보다 일반화된 전략관리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다. 본 시스템은 전략관리시스템이므로 전략자체를 자동으로 생성시켜 제시해주는 시

스템이 아니라, 전략의 계량화를 통해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전략수립과 진도 관리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주는 시스템이다. 구축된 시스템은 본 사업단의 실용화팀의 전략관

리시스템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2. 본론

   

   본론에서는 우선, R&D 실용화를 여러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에서 전략시스템

에게 요구하는 기능은 어떤 것인지를 규명하였다. 이렇게 규명된 각 기능들을 어떠한 

논리체계로 설계할 것인지를 논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이를 실제 웹기반 시스템으로 

구현하는 순서로 논지를 전개하였다.  

2.1  기술수명주기 및 기술이전단계

   

   기술혁신의 단계에 관한 모형은 이진주(1990)의 연구에서는  선형모형, 과정모형, 

동태적 모형, 제품수명주기, 기술수명주기의 5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있다.2) 본 논문이  

정부 R&D에 의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실용화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기술수명주기론(Technology life-cycle theory)에 따라 기술혁신을 구

분하고자 한다. 기술수명주기는 일반적으로 5단계로 구분하는데 첫째, 아이디어나 개

념을 도출하는 기술개발기, 둘째 개발된 기술을 새로운 제품 또는 서비스에 적용시키

고자하는 기술적용기, 셋째 개발된 기술을 시제품(prototype)등을 통해 구현하여 실제 

시장에 폭넓게 도입되기 위한 준비 기간인 적용실현기를 거쳐 넷째, 기술성숙기에는 

기술의 산업적 활용은 가장 정점에 달하게 되지만 기술이전이나 기술교류를 통해 해

2) 이용호, 김은, 이재근, “CALS/EC 요소기술의 도입 및 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

국전산원, 1998, pp.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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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술의 경쟁우위가 점차 사라진다. 마지막 다섯째 단계는 기술이 소멸하는 기술쇠

퇴기이다.  

   R&D에 대한 개념이 제4세대 개념으로 변천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측면은 바로 

시장의 수요에서 출발하는 전략지향적 측면이다. 따라서, 전략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

적인 기법의 도입은 필수적이며 특히, 기술개발기에서부터 기술성숙기 이전 단계에 

이르는 기술수명주기상의 초기에 있어서 보다 유용한 전략관리기법을 개발하는 것이 

시급하다. 왜냐하면, 기술성숙기 이후에는 BSC(Balanced Score Card)와 같은 보편화

된 전략관리기법이 존재하는 반면, 기술수명주기의 앞쪽으로 갈수록 R&D의 특성을 

반영한 명확한 전략관리 기법이 드물기 때문이다. 신기술을 개발하는 조직의 경우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에 대한 다양한 전략들을 세우게 된다. 즉, 전략기술선택전

략, 기술확보전략, 기술관리전략, 기술활용전략 등의 다양한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달

성하여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것이다. 된다. 여기서 기술획득전략

은 목표로 한 기술을 어떻게 획득할 것이냐에 대한 전략으로서 직접개발 또는 외부 

구입(Make or Buy)으로 로 양분화 시킬 수 있다.3) 본 사업단처럼 국공립연구소가 민

간기업의 참여를 병행하여 R&D 실용화는 추진하는 방식은 당해 민간참여기업 입장

에서 볼 때 기술의 외부구입 방식의 일종인 기술이전으로 볼 수 있다. 기술이전은 탐

색단계, 적응단계, 실행단계, 유지단계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각 단계별로 발생되는 주

요업무는 표 2와 같다4). 이러한 각 단계별 업무들을 본 시스템에서는 실용화 절차관

리 모듈, 실용화 전략관리 모듈, 및 사업평가모듈 등 세 가지 모듈이 담당하도록 설계

하였다. 아울러, 기술이전방식의 R&D 실용화뿐만 아니라 자체기술개발 방식의 R&D 

실용화에 있어서도 본 세 가지 모듈로 충분히 기술수명주기 전 단계에 걸친 전략관리

가 가능하다. 그 이유는 기술 실용화의 방식과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되는가

에 관계없이 계획(Plan), 실행(Do), 평가(See)라는 전략관리의 큰 범주는 동일하기 때

문이다. 즉, 실용화의 방식과 절차가 변하더라도 상위 개념체계와 절차들은 유효하며, 

단지 최하위수준의 관리 지표(Index)들만 적절히 개발하여 주면되는 것이다.

3) 이정원, “혁신시스템에서의 기술이전과정과 성공전략”,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정책자료 

2001-06, 2001, p. 2. 

4) Bar-Zakay, S.N., "Technology Transfer from the Defense to the Civilian Sector in 

Israel:  Methodology and Findings, "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Vol.10, 1977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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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전

단계
기술제공자의 업무 기술도입자의 업무 시스템 모듈

Plan

탐색단계

-기술능력파악

-전략수립 및 우선순위설정

-기술도입자의 니즈탐색

-기술도입자와 접촉시도

-니즈의 파악

-전략수립 및 우선순위설정

-기술제공자의 능력탐색

-기술제공자와 접촉시도

사업평가

모듈

실용화

절차관리모듈

적응단계

-기술도입자의 환경분석

-도입에 필요한 조건 점검

-비용추정

-타당성 평가

-도입기술의 활용성 분석

-기술도입 효과성 분석

-다른 대안의 탐색 및 분석

-기술제공자의 매력도 평가

사업평가

모듈

Do 실행단계

-도입자의자본과 설비 검토

-유대관계 구축

-교육훈련 제공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

-조직구성원의 정서 반영

-조직 응집력 강화

-지원체제 제공

-경영진의 적극 참여와 지원

실용화 

전략관리모듈

See 유지단계

-권한의 위임

-문제해결 지원

-다각화 가능성 탐색

-기술이전 효익 분석

-기존 생산시스템과의 조정

-부수적 효과 평가

-도입기술 개선을 위한 R&D

-기술이전 효익 분석

사업평가모듈

실용화

전략관리모듈

표 2 기술이전단계와 TRE 시스템의 모듈

2.2 시스템 설계

   본 전략관리시스템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기술개발기에서부터 기술성숙기 이전 단계

에 이르는 기술수명주기상의 초기에 있어서 보다 유용한 전략관리기법을 개발하는 것

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시스템을 세 가지 모듈로 나누어 구축하였다. 각 

모듈은 그림 1에서와 같이 계획(Plan)에서부터 평가(See)에 이르는 실용화 전 과정을 

담당하고 있다. 이후에 본 전략관리시스템은 TRESIS(Technology, Resources, & 

Economics Strategic Information System)으로 부르기로 한다. 각 모듈의 역할은 다

음과 같다.

   첫째, 실용화절차관리 모듈은 계획(Plan) 단계에서부터 평가(See)단계에 이르는 실

용화 각 단계마다 시의 적절하게 행해야 하는 일련의 절차와 행동을 규명한 지침서

(Guideline)이다. 이렇게 일반적이고 표준화된 실용화절차관리를 사전에 규명해 놓음

으로서, 개별 실용화 연구과제 소속원들은 본 모듈을 이용하여 규정된 절차를 이행하

였는지, 다음에는 어떤 절차를 실행해야 하는지 손쉽게 체크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사업평가 모듈은 실용화 계획(Plan)단계에 활용된다. 즉, 실용화 연구 과

제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사전평가 및 심의 기준 제공한다. 본 사업평가를 위해서 

두 가지 하위 모듈을 두고 있는데, 실용화 연구 과제를 화폐 단위로 평가하는 경제성

평가모듈과 평가된 금액의 실현가능성을 점수로 평가하는 사업타당성 평가모듈이 있

다. 셋째, 실용화전략관리 모듈은 실행(Do)단계에 활용된다. 특정 연구과제가 사업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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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를 거쳐 채택된 뒤 실용화가 진행될 때, 수립된 전략목표금액을 설정하고 이를 달

성하기 위한 전략을 관리하는 모듈이다. 전략의 관리를 위해서 우선 가장 핵심적으로 

관리해야할 지표들을 추출하여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로 규정하고 

이 지표에 대한 목표치를 설정한다. 실용화 진행단계에서는 각 지표에 대한 실적치를 

입력하여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척률을 관리를 한다. 

   본 전략관리시스템에서 사후 평가(See)는 사업평가모듈과 실용화전략관리모듈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그림 1 연구개발 실용화주기별 TRESIS 각 모듈의 역할

   사후 평가(See) 방식에 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그림 2와 같다. 계획

(Plan)단계에서 사업평가모듈에 의해 경제성평가금액을 산출한다. 이후, 실행(Do)단계

에서는 ‘전략목표금액’을 설정하게 되는데, 이 금액은 사업평가모듈에서 이미 평가한 

‘경제성평가금액’을 연동시켜 그대로 가져오는 것이다. 왜냐하면, ‘경제성평가금액’만큼 

실용화 수익을 거두어들일 것으로 기획안을 만들고 이를 기초로 평가를 받아 여러 연

구과제 중에서 당해 과제가 채택 되었으므로, 당연히 그 금액만큼 반드시 수익을 올

려야 하는 당위성이 있기 때문이다. 

   사업평가모듈에서 ‘경제성평가금액’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위험 또는 변동성(δ)

을 내포하고 있는 금액이다. 따라서 측정된 경제성평가금액만큼을 달성하기 위하여 

과연 얼마나 불확실성이 있는 지를 진단하기 위한 지표가 필요하므로, 사업타당성모

듈에서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평가점수를 집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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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실용화수행전에 사전적으로 당해 실용화 연구과제를 평가하는 것이다. 반면 

TRESIS에서는 사업타당성모듈에서 뿐만 아니라 실용화전략관리모듈에서도 이와 유

사한 측정지표를 구축하여 활용한다. 이는 핵심성과지표(Key Performance Index)로서 

전략목표금액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수립된 전략을 분석하여 그 중 핵심적인 

요소만 추출하여 만든 지표이다. 즉, 실용화 수행 중에 목표대비 진도를 관리하기 위

함이다. 만약, 이 두 가지 점수(사업타당성평가점수와 핵심성과지표수행점수)를 비교

할 수 있다면, 실용화 시작 전에 측정한 불확실성을 실용화를 수행하면서 얼마나 해

소하였는지 손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교를 하려면 두 모듈의 지표들

은 Level 3과 같은 최하위 수준에서는 서로 상이하더라도 Level 1과 2와 같은 상위 

수준에서는 두 모듈의 지표는 동일한 체계를 가져야만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전략관리 시스템의 각종 지표들은 Level 1과 Level 2 수준에서 최상

위 개념체계를 공유하고 Level 3에서만 각각의 모듈 특성에 부합하도록 고유한 지표

들을 도입하였다. 예를 들면 Level 1 지표는 기술성(Technology), 자원성(Resources), 

경제성(Economics) 지표이며, 그 하위에  핵심기술, 제품기술, 공정기술지표 등과 같

은 Level 2 지표를 두었다. 이러한 상위 지표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지

는 R&D실용화의 성공요인을 분석해봄으로서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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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평가(See)단계에서의 사업평가모듈과 실용화전략관리 모듈의 비교

   우선, R&D실용화가 성공하려면 개발 기술이 성공적으로 제품수준에 도달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기술개발에 관여하는 지표가 기술성지표이다. 그리고, 기술 개발의 방

향설정과 마케팅 전략 및 고객관리, 판매관리와 같은 시장관리와 구매에서 생산에 이

르는 제 과정에 대한 생산관리도 필요하다. 여기에 관여하는 지표가 경제성지표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기술개발과 생산 및 판매활동을 뒷받침하려면 인적, 물적 자원의 

투입이 필요하며 이를 관리하는 자원성 지표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최상위(Level 1) 지표는 각각 좀더 세밀한 분석을 하기 위해 하위지표

(Level 2)를 둔다.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Level이 내려갈수록 좀더 세부적인 진단과 

측정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각 지표들의 의의는 다음과 같으며, 표 6에서 볼 수 있듯

이 동일한 지표가 사업평가모듈 또는 실용화전략관리모듈에서 사용되는가 여부에 따

라 그 의미가 달라진다. 

-기술성(Technology) :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해 해결해야 할 기술적 지표이다.

   ○핵심기술지표 : 당해 실용화 대상 기술을 관리하는 지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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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기술지표 : 당해 실용화 대상 기술로 제품을 만들 경우에 필요한 제조 공정

관련 기술지표이다.

○제품기술지표 : 핵심기술을 제품화하기 위해서는 당해 핵심기술 뿐만 아니라 제

품수준에서의 연관 기술도 요구되며, 본 지표는 이를 관리하는 

지표이다.

-자원성(Resources) : 전략목표를 이루기 위해 투입해야할 자원을 관리하는 지표이다.

○인적자원지표 : 투입해야할 인적 자원을 관리하는 지표이다.

○물적자원지표 : 투입해야할 물적 자원을 관리하는 지표이다.

-경제성(Economics) : 당해 기술로 시장이 필요로 하는 제품을 만드는 과정에서 기술

성과 자원성을 제외한 나머지 측면을 다루는 지표이다. 구매, 판

매 등과 같은 기업내부 프로세스와 시장 및 고객과 같은 기업외

부환경까지도 측정하는 지표들이다. 

○구매지표 : 구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지표이다.

○생산지표 : 생산 전 과정을 관리하는 지표로서, 공정기술의 관리는 제외한 나머

지 사항들을 관리한다.

○판매지표 : 판매 전 과정을 관리하는 지표이다.

○고객관리지표 : 고객만족 및 고객관리를 담당하는 지표이다.

  예를 들어, 표면강도를 개선하는 실용화 대상과제가 존재하며 그 경제성평가금액을 

연간 100억으로 당해연구과제에서 평가하고 과제를 제안하였다면, 이를 평가하는 평

가위원회에서는 당해 과제가 연간 100억의 금액을 실제로 달성하기 위한 기술성, 자

원성, 경제성 측면의 각 세부평가지표별로 물리적인 요구수치를 파악한다. 예를 들어 

연간 100억을 획득하려면 기술성 측면에서 표면강도는 과연 얼마나 증가되어야 하는 

가를 파악하는 것이다. 만약 표면강도를 200%증가시켜야 하는 것으로 파악된 경우라

면 사업타당성평가모듈에서의 평가점수는 표면강도 200%를 궁극적으로 달성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사전적인 평가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점수가 낮을수록 당

해평가지표의 달성가능성은 낮은 것이며 결과적으로 경제성평가금액의 달성가능성도 

낮은 것으로 귀결된다.

   반면, 실용화 전략관리 모듈에서는 실제 실용화를 수행하면서 표면강도 200%향상

이라는 지표에 대하여 현재 시점에서 얼마나 이를 달성하였는지 실적을 입력하여 진

척률을 관리해 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만약 실용화 수행 시 목표금액 100억을 달성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지를 각 지표의 진척률에서 찾아볼 수 있

으므로 문제점 발생시 즉각적인 원인진단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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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 지표의 의의

Level1 Level 2 Level 3 사업타당성평가모듈 실용화전략관리모듈

기술성지표 핵심기술지표

표면강도 

200% 

향상

  표면강도 200%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가를 사전

적으로 종합 평가(상세 평

가지표 설정 및 평가점수 

산출)

  실용화를 실제로 수행하

면서 목표로 설정한 표면

강도 200%향상을 현재 얼

마나 달성했는가를 관리

(달성 실적입력을 통해 진

척률 산출)

표 3 각 Level에서의 지표와 각 모듈에서의 의의

 

2.2.1 사업평가 모듈

   기술 개발기 및 기술 쇠퇴기에는 경제성 평가 및 사업타당성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21세기 프론티어 사업뿐만 아니라, 그 전신이라 할 수 있는 

G7프로젝트의 연구과제선정시 과학자들이 중심이 된 전문가위원회에서 결정이 이루

어졌다. 그러나, 이러한 위원회의 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보다 객관화된 자료와 정

량화된 평가체계가 있다면 보다 공정한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5) 미국의 경우는  

Government Performance and Results Act(1992)를 제정하여 사후적이나마 모든 공공

부분 투자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하도록 법제화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는 경영과학

(Operation Research)기반의 평가에서 출발하였으나 일본의 문화와 현실에 맞지 않았

고 두 번의 오일쇼크를 거치면서 급변하는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가체계의 필요

성을 느끼게 되었다. 이러한 초기단계의 평가체계가 일본에서 별다른 실효성을 거두

지 못한 이유는 R&D 평가에 앞서 R&D 관리(Management) 자체가 정착되지 않은 점

과 정성적인 평가보다는 정량적인 평가에 치중하였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를 계기로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정량적인 평가체계를 수립하고자 하였다. 1995년 과학기술에 관

한 기본 법안이 통과되면서 이 법률에 의거하여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계획이 수립되

고 이와 함께 R&D평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었다. 일본의 R&D 평가는 서구

적인 방식을 일본 현실에 맞게 수정하려는 시행착오의 과정이었으며 현재는 인적 자

원 관리적 평가방식인 Supportive evaluation system을 시행하였으나 투명성 및 객관

성을 공격을 받음으로 인해 외부인들의 시각이 반영된 Socio-economic evaluation 

system으로 개편되는 추세이다.6) 따라서 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본 사업단에서는 특정 

5) 신태영, 안두현, “전략적기술기획과 테크놀러지 포트폴리오”, 보건산업기술동향, 2001 

봄,p.156.

6) 홍사균, 배용호, "정부R&D사업의 구조 및 추진체계 개선을 위한 조사연구", 과학기술정

책연구원 정책연구2000-22, p.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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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의 실용화로 인한 미래 경제적 효과뿐만 아니라 비경제적 효과까지도 모두 포괄

하여 사업기대효과(Expected Business Benefit)로 규정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하여 

GATES(Generally Accepted Technology Evaluation System)를 구축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 방식은 그림 3과 같은 4분면 방식(Method of Quartering)으로서 각 분면을  

개별 평가 도메인(Domain)으로 규정하고 각 도메인마다 고유의 평가 체계 및 세부 

평가 절차를 설정하여 화폐단위로 평가하며, 이를 합산하여 총 사업기대효과를 도출

하는 방식이다. GATES에서 사분면은 가로축이 경제적/비경제적 효과이며, 세로축은 

직접적/간접적 효과로 구분되고 있다. 각각의 영역에서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경제적
직접효과

(Ⅰ)

경제적
간접효과

(Ⅳ)

비경제적
직접효과

(Ⅱ)

비경제적
간접효과

(Ⅲ)

효과의 성격

효
과
의

파
급
상
태

그림 3 사업기대효과의 정의 및 분류

[사업기대효과의 정의 및 분류]

① 경제적 직접효과(Ⅰ) : 가속기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본 사업단(참여기업 포함)에

서 직접 경제주체가 직접적으로 발생시키는 화폐적 수익을 의미한다. 직접 현금 

수입이 없을지라도 본 연구 과제 또는 사업을 통해 절감할 수 있는 기회비용도 

이 영역에 포함된다.

② 비경제적 직접효과(Ⅱ) : 가속기 개발 및 활용을 통해 본 사업단(참여기업 포함)

에서 직접 발생시키는 화폐적 수익이외의 산출물을 의미한다.(예 : 특허, 논문, 

학술발표 등)

③ 비경제적 간접효과(Ⅲ) : 비경제적 직접효과를 통해 본 사업단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에서 발생시키는 화폐적 수익이외의 산출물을 의미한다(예 : 본 사업단의 특

허, 논문, 학술 발표 등을 참고로 하여 본 사업단 외부의 개인이나 집단에서 산

출한 특허, 논문, 학술 발표 등)

④ 경제적 간접효과(Ⅳ) : 본 사업단(참여기업 포함)이 직접 수익을 발생시키는 경

제적 직접효과에 의해 관련 유관 산업으로 그 영향이 간접적으로 파생되어 발생

되는 경제적 효과를 의미한다.(예 : 투자 승수효과, R&D 승수 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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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과의 정량화]

① 경제적 직접효과(Ⅰ)

     직접 판매수익이 발생하므로 직접 합산하면 화폐단위로 측정가능하다. 본 Ⅰ사

분면의 경제적 직접효과는 비용의 차감 없이 판매수익만을 합산한 것을 의미한

다. 이처럼 판매수익 총액으로 결정되는 경제적 효과는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정보를 Ⅰ사분면의 

주석사항으로 기재한다. 

   - 사업의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수익-비용)의 현재가치

   - 기술의 경제적 직접효과 = 사업의 경제적 직접효과 × 기술기여도

   - 기술의 순현재가치(NPV : Net Present Value)=사업의 순현재가치 × 기술기여도 

   - 본 사업단이 참여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기술실시료 등 

   - 할인율

② 비경제적 직접효과(Ⅱ)

     Ⅰ사분면에서 산출된 사업의 경제적 직접효과 금액을 특허, 논문, 학술발표 등의 

비경제적 직접효과 각 항목들에게 상대적 가중치에 따라 배분해 준 뒤, 특허, 논

문, 학술발표 등의 각 카테고리별로 각자의 총 수량으로 나누면 각 단위당 경제

적 직접효과 기여금액을 추산할 수 있다.

③ 경제적 간접효과(Ⅳ)

   경제적 직접효과의 간접적인 파생효과를 화폐단위로 측정하기 위해서 투자 승수

효과, R&D 승수 효과 등을 Ⅰ사분면인 경제적 직접효과에 곱해주어 산출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예상 시나리오별 시뮬레이션에 의한 측정방식도 가능하다.

   GATES에서 경제적 효과 측정 절차는 일반적으로 그림 4와 같이 총 4단계로 구

성되어 있다. 다만, 경제적 효과를 측정하는 구체적 방법은 그 종류가 다양하며, 모든 

상황에 적용되는 통합된 방법론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GATE 1] 평가대상 기술의 

이해 단계에서 당해 사업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이해를 토대로 하여 [GATE 2] 경

제성 평가기법의 결정 단계에서 최적의 평가기법을 선택한다. 선택된 평가기법은 당

해 사안에 맞게 조정(Adjusting)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GATE 3]에서는 선택된 

평가기법에 따라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는 단계이며, [GATE 4]는 경제성 평가 보고

서를 작성하고 권위있는 기관으로부터 자문 및 감수를 받아 인증을 받는 단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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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본 사업단의 경제적 가치 

       평가 절차(GATES) 체계

   한편, 본 사업단에서는 1사분면의 직접적경제적 효과만을 경제성평가금액으로 규

정하여 투자안 선정에 활용한다. 따라서, TRESIS에서의 경제성평가금액도 1사분면의 

직접적경제적 효과만으로 한정한다. 

   이러한 경제성평가금액은 미래 예상 수익에 대한 기댓값이므로 변동성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재무관리에서는 기대수익뿐만 아니라 변동성을 동시에 고

려하여 투자안의 평가 및 선택을 한다. 이 때 측정되는 변동성은 실무적으로 관련 분

야의 수익에 대한 과거의 통계적 표준편차(δ)이다. 따라서, 벤처기업과 같은 신기술의 

경우에는 과거의 누적된 통계 자료를 찾기 힘들므로 이러한 전통적인 재무관리 기법

을 적용시키기 힘들다. 이를 해결하고자 TRESIS에서는 표 4에서와 같이 투자안 선

택 및 포트폴리오 관리에 필요한 기대수익과 통계적 표준편차(δ)의 대용치로서 경제

성 평가금액과 TRE Score를 사용하고 있다. 경제성 평가금액은 미래 현금흐름을 무

위험이자율로 할인하는 대신 TRE Score로 경제성평가의 변동성을 나타내어 통계적 

표준편차(δ)를 대신하고 있다. 

 

재무관리론 TRESIS

기대수익 측정 E(Ri) 경제성평가금액

기대수익의 변동성 측정 δ 1- (TRE Score/100)

표 4 기대수익 및 기대수익의 변동성에 대한 측정 지표 

   이러한 대용치를 활용하여 전통적인 재무관리에서 사용하는 투자안 선정기법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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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먼저 그림 5과 같이 실용화과제를 하나의 전략적사업단

위(SBU)로 파악하고 각각의 기대수익과 표준편자(δ)대신에 그 대용치인 경제성평가

금액과 1- (TRE Score/100)를 이용하여 도표 위에 포지셔닝(Positioning)을 시킨다. 

복수의 투자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거나, 단일 투자안이라도 복수의 사업 시

나리오가 있는 경우 그림에서와 같이 여러 개의 대안들이 포지셔닝 될 것이다.

그림 5 전략적사업단위(SBU)의 포지셔닝

   이렇게 포지셔닝을 한 후, 그림 6과 같이 지배기준(Dominance Principle)에 의해 1

차적으로 비효율적인 투자안을 제거한다. 지배기준은 의사결정자의 효용함수와는 상

관없이 동일한 기대수익을 가진다면 δ가 낮은 것이 우수하고, 동일한 δ를 가진다면 

기대수익이 더 큰 것이 우수하다는 원리이다. 지배원리로도 상호 우위를 가릴 수 없

는 복수의 전략적사업단위나 투자안들은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효용함수에 의해 결정

된다. 즉, 보다 위험을 선호하는 의사결정자라면 δ가 크고 기대수익이 큰 전략적사업

단위나 투자안을 선택할 것이며, 위험회피적인 성향이 있다면 그 반대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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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복수의 투자안중에서 선택

   

   이렇게 선택된 SBU들을 조직 전체관점에서 집계하면 그림 7과 같은 효율적 포트

폴리오 집합(Efficient Portfolio Set)을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조직 전체관

점에서 기대수익과 위험(δ)관리를 동시에 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조직내에서 가치창

출에 기여하는 SBU와 그렇지 못한 SBU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으며, 각각의 가지고 

있는 위험의 크기도 파악하고 서로 비교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한정된 자원을 가

지고 조직전체 관점에서 어느 SBU에 집중해야 하고, 어느 SBU는 철수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사결정이 보다 용이해 진다. 

그림 7 조직전체의 투자 포트폴리오 구성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그래프에 관리격자(Managerial Grid)를 그어서 조직의 

포트톨리오 관리 및 단일투자안에 대한 복수의 전략시나리오 분석, 투자안의 장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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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경로계획을 세울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장기전략경로계획은 Star에 위치한 전략적

사업단위를 장기적으로 Cash Cow로 이동시키기 위한 것으로서, 기대수익을 늘이는 

전략과 위험(δ)을 줄이는 전략으로 나누어 각각 장기적인 경로계획을 세운다. 

그림 8 포트폴리오 관리 및 시나리오 분석

2.2.2 실용화 전략관리 모듈

   전략의 개념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Chandler (1962)의 연구

부터이다. Chandler는 전략이란 ‘기업의 장기적인 목표의 결정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실행과정의 채택 및 자원의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으로 정의하였다.7) 전략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이고 구조화된 계획이다. 전략목표를 어떻게 규정할 것

인가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이 있으나, TRESIS에서 전략목표는 화페 단위로 표시된 

경제적 가치를 의미한다. 이러한 전략목표금액은 경제성평가모듈에서 산출한 경제성

평가금액을 그대로 연동시켜 가져온다. 그리고, 이러한 전략목표금액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을 수립하고 전체전략을 대표할 수 있는 지표들을 선발하여 핵심성과지표를 구축

한다. 아울러, 지표 상호간의 인과관계에 따라 서로 연결시켜 전략지도(Strategy Map)

를 만든다. 이를 통해 각 지표의 목표달성과 미달이 각각 다른 지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핵심성과지표가 도출되면, 각 지표간의 만점을 배분해야 하는데, 사업타당성평가모

7) 이용호, 김은, 이재근, “CALS/EC 요소기술의 도입 및 개발전략 수립에 관한 연구”, 한

국전산원, 1998,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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듈에서 측정된 Level 1과 2 지표가 저득점 일수록 실용화전략관리모듈에서는 좀더 고

득점이 배분되도록 하였다(Reverse Weighting). Level 1과 2의 지표는 두 모듈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지표이므로 이러한 연계가 가능하다. 이렇게 Reverse Weighting

을 하는 이유는 취약한 부분에 좀더 많은 관리가 집중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다. 

   이렇게 Level 1과 2수준에서 만점을 배분하고 난 뒤, Level 3수준에서의 지표인 핵

심성과지표간의 만점은 Level 3 지표간의 상호 중요도에 따라 배분한다. 상대적인 중

요성을 파악하기위하여 계층적의사결정과정(AHP)을 이용한다. 이렇게 지표의 만점이 

배분 완료 되면 시스템을 실제 운영하면서 진척률을 표 5와 같이 산정한다. 각 지표

의 득점은 만점에 진척률을 곱해주면 된다. 각 지표의 만점을 서로 합산하면 총점 

100이 나오도록 하였다. TRE Score를 이용한 성과측정과 전략목표금액미달에 대한 

문제 발견 순서는 그림 9와 같이 서로 역순이다.

특성 초기 비교 목표 실제 입력 진척률 산출 공식

증가지표

(예 : 생산량)
200개 〈 800개 300개 300-200

800-200
감소지표

(예 : 불량률)
800ppm   〉 200ppm 700ppm 800-700

| 200-800 |

표 5 지표의 성격에 따른 진척률 산출 공식

그림 9 TRESIS에서 성과측정순서와 문제발견순서
   

   실용화전략관리에서는 전략지표 수행관리와 전략지표 수립관리를 지원한다.

   첫째, 전략지표의 수행 관리는 TRE Score를 이용한다. 특정기간내의 전략목표금액



- 18 -

과 실적금액의 차이는 TRE 목표치와 실제치의 차이에서 발생된다는 단순한 논리이

다. 이러한 차이는 전략수행미달액으로 정의한다. 그림 9와 10에서 볼 수 있듯이 전략

목표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핵심성과지표 수행지연에서 찾아야 한다. 

그림에서 장치응용 SBU는 핵심성좌지표를 100퍼센트 달성하면 25억 정도의 전략목표

금액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원점에서 100 퍼센트 달성시점까지 직

선을 그리면 현재 시점에서 핵심성과지표의 지연상황과 그로인한 전략목표금액의 지

연상황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표가 이러한 차이를 발생시키고 있는지

는  Level 1→Level2 →Level 3 순서로 목표 대비 실적을 비교하여 봄으로서 알 수 

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최종 작업현장 수준에서의 문제점까지도 즉각 파악할 수 있

다. 이처럼 지연되고 있는 핵심성과지표를 발견하여 지연을 만회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취함으로서 전략목표 달성을 유도하는 것이 본 실용화전략관리의 핵심이다. 

그림 10 TRE 핵심성과지표관리를 통한 전략목표달성

   둘째, 전략지표 수립 관리는 SRMS를 이용한다. 이는 전략 자체의 타당성을  모니

터링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이다. 전략을 실제로 수행하다 보면 핵심성과지표들

을 100퍼센트 달성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추세대로라면 전략목표금액을 달성할 수 없

거나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러한 오차를 전략수립오차액으로 정의한다. 

   먼저, 전략수행오차액과 전략수립오차액과 같은 전략진단 시그널(Signal)의 산출을 

위해서 핵심성과지표별(KPI)로 아래 세 가지 측정치를 구한다. 

- 측정시점 목표금액 : SBU의 측정시점목표금액 × KPI의 가중치

        (단, SBU의 측정시점 목표금액 = SBU 최종목표금액×경과일수/365)8)

- 실제달성금액 : SBU의 실제달성금액 × KPI의 가중치

- Scale-up : KPI의 실제달성금액 × (KPI측정시점 목표달성율/KPI실제달성율)

8) 기간내 실적금액이 선형 증가하는 경우를 가정함. 전략목표달성 스케줄이 있는 경우에

는 그 스케줄에 따라 최종목표금액을 배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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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cale-up은 핵심성과지표를 최종 목표치까지 달성하였을 경우 실제달성이 예상되

는 금액을 추정한 것으로 정의한다.  위 세 가지 측정치의 상호 크기에 따라 그림 11 

및 12와 같은 관계가 성립되며, 이렇게 산출된 전략수립오차액과 전략수행오차액에 

대하여 TRESIS는 표 5와 같은 경보조치를 해준다.

① Type 1 : 최종목표금액 ≥ Scale-up

            ( KPI지표의 선정이 부적합하거나, KPI의 목표치를 과소 설정한 경우임)

그림 11 오차분석(Type 1)

② Type 2 :  Scale-up ≥ 최종목표금액 (KPI 목표치를 과다하게 설정한 경우임)

그림 12 오차분석(Typ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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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al (+)Signal

종류 경보조치 종류 경보조치

전략수립

오차액(-)

 ■SRMS로 경보

 ■전략수립오차액 제시

전략수립

오차액(+)

 ■SRMS로 경보

 ■전략수립오차액 제시

전략수행

오차액(-)

 ■Level 1부터 2, 3까지 

 차례로 내려가면서 각 수 

  준의 핵심성과지표 달성 

  율을 제시, 문제 발생시킨 

  Level 3수준의 지표를 파 

  악

전략수행

오차액(+)

 ■Level 1부터 2, 3까지 

 차례로 내려가면서 각 수 

 준의 핵심성과지표 달성 

 율을 제시, Level 3수준에 

 서 원인 파악

표 5 전략진단 시그널의 종류 및 경보조치

  

 

   한편, SRMS(Square Mean Root Square)는 아래와 같이 정의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13과 같다.

                      SRMS = (Oi-Si) 2

n
× 1

σ
 = |Oi-Si|

|X-Si|

                           Oi  : i번째 측정시점목표금액

                           Si  : i번째 실제달성금액의 Scale-up

                           σ   : Scale-up의 표준편차

                           n   : 측정의 횟수

                           X   : Scale-up의 평균

그림 13 SRMS

   SRMS가 1보다 큰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를 의미하고 1보

다 적은 경우에는 정확한 예측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므로 예측력이 우수함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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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한다. TRESIS에서는 SRMS가 1보다 작은 상황을 다시 4등분 하여 표 6와 같은 경

보조치를 내린다. 

SRMS범위 경보 내용(5등급)

 0≦SRMS≦0.2 (전략수립) 아주 우수

0.2≦SRMS≦0.4 (전략수립) 우수

0.4≦SRMS<0.8 (전략수립) 보통

0.8≦SRMS<1.0 (전략수립) 다소 낮음

SRMS≧1.0 (전략수립) 부적합

표 6 SRMS 구간별 경보내용

   

   실제로 TRESIS상에서 이와 같은 경보조치는 그림 14과 같이 표시된다. 

   ① TRESIS는 전략목표금액과 실적금액을 바차트로 제시함. 

   ② 전략목표금액과 실적금액의 차이 발생원인을 속도계 그래프로 제시함. TRE 

Score는 전략수행오차액의 원인을 규명해주며 이는 속도계 그래프로 나타내어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함.

   ③ 전략수행오차액을 좀더 세밀히 나누어 원인을 분석하기위해 핵심성과지표 관리

화면에서 자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음. 그림에서와 같이 전략수행오차액을 T, R, 

E별로 나누어 Level 3까지 상세하게 나타내주고 있음

   ④ 전략수립오차액은 “원인불명”으로 표시됨. 전략수립오차액이 커질수록 SRMS값

이 커지며, 1을 넘을 경우 당해 지표를 교체하거나 당해 지표의 최종목표치를 

수정하도록 유도함. 이를 통해 전략목표달성을 위한 보다 나은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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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TRESIS에서의 Signal의 산출과 관련정보의 제시

   정부 R&D 실용화의 대부분은 TRESIS만으로도 충분한 전략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민간기업체의 경우 R&D부서뿐만 아니라 판매, 제조 부분 등도 같이 공

존하고 있으므로 TRESIS는 조직 전체를 다루는 BSC(Balanced Score Card)의 하부 시

스템으로서 기능을 하게 된다. 즉, 연구부서에서만 TRESIS로 전략관리하고 TRESIS

에 사용된 지표들은 다시 BSC와 통합되어 전사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TRESIS의 지표들이 BSC의 지표들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표 7과 같은 

TRE-BSC Matrix를 활용한다. 

  

         TRE

BSC
T R E

고객  T-1번 지표(Level 3)  R-1번 지표(Level 3)
 E-1번 지표(Level 3)
 E-2번 지표(Level 3)
 E-3번 지표(Level 3)

학습과 성장  T-2번 지표(Level 3)  R-2번 지표(Level 3) -

재무 -
 R-3번 지표(Level 3)
 R-4번 지표(Level 3)

 E-4번 지표(Level 3)
 E-5번 지표(Level 3)
 E-6번 지표(Level 3)

내부 프로세스  T-3번 지표(Level 3) -
 E-7번 지표(Level 3)
 E-8번 지표(Level 3)

표 7 TRE-BSC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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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3 실용화 절차관리 모듈

   문헌조사와 선행 사례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실용화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실행해야 

할 절차들을 10단계로 구분하여 아래와 같은 표준절차로 구축하였다. 각 Step의 하위

에는 3~5개의 세부 절차가 상세히 규명되어 있다. 이를 통해 각  전략적사업단위

(SBU)는 본 절차를 따라 실용화를 수행하며 가이드라인을 제시받는다. TRESIS에서

는 각 절차의 이행여부를 체크리스트로 관리할 수 있다.

Step 1: 보유기술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

Step 2: 기술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홍보

Step 3: 사업타당성 분석 및 사업기획

Step 4: 참여기업 선정 및 연구계약

Step 5: 사업단 주도의 산업화 기술 개발

Step 6: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발

Step 7 확보기술관리 및 특허 출원

Step 8 기술이전 계약 체결 및 연구 결과 이전

Step 9: 사후관리 및 사업화 지원

Step 10: 성과분석

2.3 시스템의 전략 관리범위

   우리나라 국가R&D사업의 경우 상당수가 반드시 민간기업의 일정 지분 참여를 필

수요건으로 하고 있다. 특히, R&D의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과제의 경우에 있어서 민

간기업의 참여는 필수적이다. 이러한 공동 연구의 경우, 실용화 수명주기 전체를 관리

하는 시스템에서 전략관리의 대상은 두 주체를 모두 포괄하는 것이어야 한다.  따라

서, 본 논문에서 구축하는 전략관리시스템은 두 주체를 모두 포괄한 가상기업(Virtual 

Company)을 전략관리대상으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가상기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을 분석해 보면 그림 1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주체간의 핵심기능만을 결합하여 

최고의 가치창출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가치사슬은 본원적 활동(primary 

activities)과 지원활동(support activities)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본 사업단은  

기술개발의 핵심 주체가 되어 가상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으며, 민간참여기업

은 실용화에 필요한 기술을 이전 받으며 구매, 생산, 판매 등의 주체로서 가상기업의 

가치사슬을 구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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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기업의 성공요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조직의 역량과 전략수행관리를 실

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양질의 정보시스템 구축도 중요한 요소이다. 왜냐하면, 조직 

관리측면을 고려할 때, 가상기업은 지리적 및 물리적으로 서로의 조직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 핵심기능 만을 가상적으로 결합한 것이므로 원활한 의사소통과 비젼의 

공유가 보다 강조되기 때문이다. 본 사업단에서는 웹기반 TRESIS가 이러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림 15 가상기업의 가치사슬 분석 및 웹(Web)을 이용한 통합관리

2.4 시스템 구현

   시스템의 논리적인 흐름은 아래 그림 16과 같다. 사용자는 웹브라우저를 통해 본 

시스템에 접속하며 로그인 한다. 먼저, 실용화 절차관리에서 규정된 표준실용화절차를 

자신의 과제가 잘 이행하고 있는지 체크리스트로 관리하며, 실용화 절차관리 모듈에

서 전략수립과 관리를 요구할 경우 실용화전략관리모듈로 이동하게 되고, 사업평가를 

요구하게 되면 사업평가모듈로 이동하는 것이다. 개인 및 과제의 정보, 핵심성과지표

들과 SRMS값들은 따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어 각 모듈에서 호출하게 되면 전

송이 된다.   

   시스템의 구현을 위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ASP, HTML, VB를 이용하였다. 우선 

ASP는 웹의 HTML파일과 서버상에서 구현된 웹 콤포넌트간의 연동을 위해서 사용

하였으며, 웹 서버에 장착된 컴포넌트는 VB로 구현하였다. 클라이언트는 HTML의 화

면을 보고 웹서버에 접속하며 ASP에 의해 데이터베이스에 접속 및 정보를 전송받는 

형식으로 시스템은 연동되고 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부분적으로 FLASH도 가미

하여 작성하였다. 시스템의 물리적인 운영 환경은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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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 서버 디비 서버 클라이언트

IIS 5.X 이상 SQL Server 2000
 Windows 98/2000/XP/NT

    Internet Explorer 5.X 이상

표 8  TRESIS 운영환경

그림 16. TRE 전략시스템의 System Flow

3. 결론

   본 논문에서는 R&D의 실용화전략 관리를 위해 사용될 시스템이 갖추어야 할 기

능을 규명하고 이를 반영하여 웹기반 시스템인 TRESIS를 구축하였다. 이러한 본 논

문의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용화전단계를 관리할 수 있는 계량화 전략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전략이란 원래 서술적인 성격이지만 이를 계량화함으로서 전략수립 및 전략수행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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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문제점 진단과 개선책 수립에 필요한 보다 상세한 데이터의 생성과 보존이 가능해진다.   

이러한 계량적 전략관리시스템으로서 BSC가 있으나, 이는 일반적으로 기업의 영업 전략관

리시스템이므로 이 시스템을 R&D과정에 활용함에 있어서는 몇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즉, 

BSC의 경우 전략의 수행 및 평가 단계에 적용이 국한되는 시스템이므로 R&D의 기획 및 

선정단계를 포괄할 수 없다. 결과적으로, R&D전략성과관리를 BSC에 의존하여 실시할 경우 

R&D의 기획과 특정 연구과제의 선정단계는 별도의 절차에 의해 완료될 수밖에 없으며, 그 

이후의 R&D 수행 및 평가단계에서만 BSC를 계량적 전략시스템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전략관리의 불연속성이 발생하게 된다. 이로 인해 궁극적으로 R&D 실

용화 수명주기 전 단계를 아우르는 통합적인 개념체계의 수립과 통합관리지표를 구축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고자 TRESIS는 실용화 각 단계에서 사용되는 서로 

상위한 하위 지표들이 상위 개념체제는 동일한 체계를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연구기획단계에서부터 종료 후 평가단계에 이르기까지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

었다. 아울러 본 시스템을 웹기반으로 구축하여 각 이용자들의 다양한 전략지표 선정 결과

를 모니터링 하여 다양한 사용자 특성에 맞는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전략 수행 지표 풀

(Pool)을 구축할 수 있으며, 계량화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이나, What-if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둘째, 본 TRESIS를 운용함으로 인해 조직을 전략지향적조직(Strategy-Focused 

Organization)으로 변모시킬 수 있다. TRESIS에 의한 계량적 전략관리를 위해서는 

전략수행 각 단계에서 조직 구성원들의 동기부여와 참여가 필요하다. 그 이유는 조직

구성원이 수용하지 않는 지표들은 그 활용성이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조직의 전략수

립에서부터 관리 및 사후평가에 이르기까지 조직구성원의 참여가 유도되므로 이러한 

TRESIS의 운영이 장기화될수록 조직전체가 전략적 관점에서 계획되고 운영되며 조

직원들의 사고도 전략지향적이 될 것이다. 즉 TRESIS의 목적은 성과평가와 감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조직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명확한 전략 목표를 인지하도록 유

도하여 개인의 목표달성이 조직 전체의 목표달성으로 직결되도록 하는데 있다.

   셋째, 특정 연구개발사업에 국한되지 않는 보다 일반화된 전략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는 점이다. 즉, 논리체계가 본 사업단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전략관

리 및 보고시스템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웹기반으로 시스템을 구

축하였으므로 최상위 조직에서 웹으로 본 시스템을 구축하면 많은 하위 조직이 있는 경우에

도 개별적인 소프트웨어의 구축 없이 웹으로 접속하여 손쉽게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로 인해 저렴한 시스템 구축비용으로도 조직전체의 실시간 전략성과관리가 가능하다. 본 시

스템에 접속한 각 과제와 사업은 각자에 맞는 최하위 평가지표와 핵심성과지표만 입력하면  

최적화(Optimizing)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 최하위 지표(Level 3)의 수립은 차후 연구 과제로 남겨두었다. 최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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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는 개별 연구개발과제관리에만 적용될 수 있는 고유한 지표이므로 보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본 논문에서는 제외시켰으며 차후 연구과제로 남긴 것이다. 이에 대한 보다 상세

한 연구와 실제 시스템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한 시스템의 문제점과 보완점을 추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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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과학기술부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100MeV 20mA급의 선형양성자가속장치와 관련 부대시

설을 2003년부터 2012년까지 건설하는 사업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투입예산 대비 산출효과를 분석하여 경제

적 효율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를 통하여 첫째, 대외적으로 외부이해관

계자(stakeholder)에 대한 보고자료로 활용하고, 둘째, 투자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증하며, 

셋째, 대내적으로는 향후 사업추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로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제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사업 정책 수립과 

운 에 있어서 고객(stakeholder)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가치경 체제(Value management system)의 근간을 마련하

고자 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100MeV 20mA급의 선형양성자가속장치와 관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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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시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로서 평가 대상 기간은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이다. 측정대상 경제적 가치는 시설의 이용가치와 홍보가치 및 양자를 합

친 총경제적가치이다. 

   양성자가속기시설이 아직 완공되지 않은 현 시점에서 관련 연구 및 산

업적 응용도 초기 단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비시장재의 가치평가에 이용

되는 컨조인트분석기법을 이용하여 1인당 경제적 가치를 구하고, 시스템 

동학기법에 의하여 향후 시설의 이용자를 추정하여 총 경제적 가치를 산

출하 다. 

   한편, 도출된 경제적 가치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기법

(Contingent Value Method, CVM)을 이용한 경제적 가치와 상호 비교를 

하 다. 컨조인트분석기법과 조건부가치기법은 이산로짓선택모형(Logit 

discrete choice model)을 적용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1) 이용가치

   본 시설의 이용가치는 총 34조 3,686억원이며 연평균 1조 3,219억원으

로 예측되었다. 또한 이용가치 중에서 산업계 이용가치를 생산파급효과로 

환산하면 총 36조 5,355억원으로서 연평균 1조 3,790억원으로 추산된다. 산

업적 파급효과는 산업계의 이용가치를 부가가치로 간주하여 2000년도 부

가가치율로 나눈 값으로서 국가 및 지역경제에 본 시설의 산업적 이용으

로 인해 발생하는 총 생산 금액을 의미한다.

(2) 국가 및 지역에 대한 홍보가치

  본 시설의 이용으로 인한 지역 및 국가에 미치는 홍보가치는 총 53조 

5,426억원이며, 연평균 2조 593억원이다.

(3) the Total Value

   이용가치와 홍보가치를 합계한 총 가치는 87조 9,112억원이며 연평균 3

조 3,812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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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MMARY

Ⅰ. Research Title

   Economic Evaluation on PEFP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Research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conomic value of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PEFP), of which final goal is 

construction of 100MeV 20mA linear proton accelerator and user 

facilities, support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of Korea. 

   Specifically, this study evaluates three kinds of values of a high 

power proton accelerator ; use value, intangible gains of local area and 

national economy, and total value. 

   After evaluating the total value of PEFP, economic efficiency is 

calculated, which is ratio of PEFP's total value per the total budge.

   Through this study, it is expected that not only the efficiency of 

PEFP could be reported to stakeholders and the necessity of PEFP 

could be proved, but also PEFP could lay groundwork for the value 

management system.

Ⅲ. Scope and Contents of the Research

   The scope of this study is economic evaluation on PEFP's 100MeV 

20mA linear proton accelerator and its user facilities. However, the 

accelerator is not yet constructed, so the relating technologie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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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ustries are not well developed. Considering this, this study adopt 

conjoint analysis method(CAM) to evaluate economic value per user, 

which is well-known evaluation methods of non-market goods, and 

system dynamics method to predict the number of users from 2005 to 

2030. Through these steps, the total value of PEFP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those two value. 

  To verify the total value, the total value by the method above is 

compared with that of Contingent value method(CAM) which is a logit 

discrete choice model.

Ⅳ. Result of the Research

(1) the Use Value

   The use value of the accelerator amounts to 34,368 billion won, 1 

,322 billion won per year. When the use value evaluated by people 

working in companies is transformed to production effects by the 

value-added ratio of the manufacturing industries in 2000, the 

equivalent production effects  amounts to 36,536 billion worn, 1,379 

billion won per year.

(2) the Intangible Gains of Local Area and National Economy

   The intangible gain of local area, where the accelerator will be 

located, and national economy  amounts to 53,543, billion, 2,059 billion 

won per year. 

(3) the Total Value

   The total value of PEFP amounts to  87,911 billion won, 3, 381 

billion won per y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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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의 개요 

   양성자란 양(+)의 전하를 가진 핵자를 의미한다. 물질을 구성하는 원자는 중심부

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있으며, 이 주위를 전자가 돌고 있다. 양성자가속기는 원자를 

구성하는 핵자 중에서 양성자만을 분리하여 가속시킬 수 있는 기계장치를 의미한

다. <표 1>과 같이 양성자가속기를 통해 가속된 양성자는 표적 물질에 충돌하 을 

때, 그 가속된 속도에 따라 스퍼터링(sputtering), 주입(implantation) 등 다양한 반응

을 하며 이를 이용하여 나노 가공 및 의료용 방사성 동위원소(Radio Isotope, RI)생

산과 같은 산업적 활용에서부터 핵․입자 물리학 연구와 같은 학술적 이용에 이르

기까지 폭넓게 이용될 수 있다.

<표 1> 물질과 양성자의 반응 

   보다 상세한 양성자가속기의 기술적 활용도는 <그림 1>과 같다. 우선, 양성자가

속기는 제작단계에서 초전도, 극저온, 고주파, 이온원 기술 등 다양한 기술이 융합되

어야만 가속기를 제작할 수 있다. 즉, 가속기를 자체 개발한다는 것은 이러한 가속

기 제작관련 제반 기술들의 국산화를 의미하는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가속기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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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술은 국방 분야 및 산업 분야에서도 활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림 1>에

서와 같이 가속기 제작 관련 원천 핵심 기술은 RF무기체계, 지뢰/폭발물 탐지, 전자

전 무기체계 등의 국방 분야뿐만 아니라, 고강도/전도성 플라스틱, 이온주입/가공장

치, 전력반도체 제작과 같은 산업 분야에도 응용될 수 있다.

   한편, 가속기에서 인출되는 양성자 빔은 기초과학분야에서부터 우주 항공 산업, 

재료/나노과학, 생명과학, 의료보건, 정보통신 등 산업전반에 걸쳐 미래 원천기술의 

확보를 위해 다양하게 이용될 수 있다. 

<그림 1> 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술의 활용(기술 수목도)

   이와 같이, 양성자가속기는 21세기 미래 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

노기술(N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의료분야 등 미래원천기술개발을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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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적 활용에서부터 물리학, 의학, 생물학 우주과학 등 기초과학 발전을 위한 학술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는 시설이다. 

   이러한 양성자가속기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우리나라에서는 과기부 주관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일환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선정하여 2003년부터 2012

년까지 100 MeV 20mA급 규모의 선형 양성자가속기 제작 및 관련 부대시설 건설

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사업의 목표는 양성자가속기시설 및 관련 이용시설을 구축

하여 21세기 미래원천기술을 개발하여 국가 및 사업유치지역의  산업경쟁력을 제고

하고 과학기술분야의 발전을 위한 국가기반시설로서 운 하는 것이다. <그림 2>는 

현재 건설 추진 중인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의 조감도이다. 당해 연구센터는 약 20

여만 평 내외의 부지위에 가속기동, 빔 이용연구동, 지역협력동 등 7개의 핵심시설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양성자가속기연구센터 조감도  

   본 사업의 추진일정은 <표 2>과 같이 총 3단계 10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크게 

가속기 제작일정과 가속기가 설치될 건물 및 부대시설에 대한 건설공사일정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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뉘어져 있다. 현재, 한국원자력연구소 내에서 제작중인 양성자가속기시설은 건물 및 

부대시설의 건설일정에 맞추어 2008년에 사업유치지역으로 이전, 2011년부터 시운

전을 거쳐, 2012년에 가동 예정이다. 

<표 2>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일정 

   <그림 3>은 본 사업의 일정별 기술개발 목표와 각 기술 간의 연계성을 나타내

는 기술지도(Technology Road Map, TRM)이다. 개발 대상 기술은 가속장치 개발 

분야, 빔이용 분야, 가속장치 응용 분야 등 총 세 분야 이다.  

   첫째, 가속기장치개발 분야에서는 핵심제작기술로서 입사기, 3MeV RFQ, 

20MeV DTL, MEBT, 10MeV DTL, 100MeV DTL, SCL 등의 기술이 순차적으로 

개발될 예정이다. 이러한 핵심 기술이외에도 주변기술로서 가속기 제어 시스템, 저

출력 고주파 시스템, 빔 계측 기술, 빔 수송 계통, 빔 덤프 및 차폐 기술, 저에너지 

가속장치 및 전원계통, 고출력 고주파원 등의 기술이 개발될 예정이다. 

   둘째, 가속기 제작에 맞추어 이용자들이 빔 사용을 위해 관련 빔 이용시설의 구

축이 필요하므로 빔이용분야에서는 빔이용시설 구축과 빔이용지원 활동을 하게 된

다. 아울러 20MeV, 100MeV 양성자 빔을 이용한 기술개발과 입사기 장치응용개발 

및 RFQ 장치응용개발도 추진되고 있다. 

   셋째, 가속장치와 빔 이용시설이 설치될 구조물의 건설 공사 분야는 부지선정에

서부터 가속터널 공사 및 부대시설 공사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계획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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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과 병행하여 실시될 사업유치지역 협력 프로그램은 가속기의 완공이전부터 사

업유치지역에 양성자 빔이용관련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경제 및 학술분야에서 

실질적인 기여를 하기 위한 체계적인 프로그램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기술지도(PEFP's technology road map) 

   상기 기술지도에서 빔이용 분야 및 가속장치응용 분야에서의 기술개발 현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표 3>과 같다. 이 기술들은 실용화를 목적으로 개발 중인 

것으로서, 민간 참여기업의 공동 참여로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실용화 기술 중에서

도 양성자/이온빔 장치기술, 반도체 운반용기 등의 표면 전기전도성 향상, IBAD용 

이온빔 장치개발, 이용기날 내구성 향상 표면처리기술 등은 이미 산업화까지 완료

한 상태로서 민간 참여기업에서 상업적 생산을 실시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러한 미래원천기술의 개발 및 실용화 추진현황은 현재 가속기완공이전 시점에

서 본 사업단이 보유한 자체 소형 가속기와 국내외 타 양성자 가속기의 빔을 활용

하여 이루어진 것이므로, 향후 사업 2단계 및 3단계, 더 나아가서 양성자가속기 건

설완료 이후 정상가동이 개시되는 시점에서 이르게 되면 보다 더 폭넓은 미래원천

기술의 개발과 활발한 실용화 추진 성과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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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개발 완료 또는 개발 중인 미래원천기술 내용(2005년 6월 현재) 

   한편, 본 사업은 현재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100MeV 규모보다 더 큰 1GeV 규모

로 확장하는 것을 장기비전으로 삼고 있다(<그림 4>참조). 이를 통해 양성자 빔을 

좀 더 다양한 분야에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과학 및 산업분야 국가기반

시설로서의 활용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그림 4>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조감도 : 1GeV 확장시의 사업 장기비전 



7

   확장된 시설이 100MeV 규모에 비해 달라진 점은 빔 에너지를 증가시키기 위하

여 가속기시설의 가로 직선 길이가 총 1.1km규모로 확장된 점과 가속기 끝 부분에 

저장링(storage ring)이 설치되어 가속된 양성자의 저장 기능이 추가되었다는 점이

다. 또한 빔 에너지의 증가로 인해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이용이 다양한 분야에 걸

쳐 활성화 되고 이로 인해 본 시설을 주변으로 첨단 산업단지와 교육시설 및 제반 

편의시설이 군집을 이루어 클러스터(cluster)화 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100MeV급의 가속기를 1GeV급 규모로 확장하게 되면 좀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나노 측정 및 분석기

술은 현 기술의 한계로 100MeV급 규모 보다 폭넓은 용도로 가속기 시설이 활용될 

수 있다.

<그림 5>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개발 단계별 기술혁신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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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21세기 미래첨단기술개발 기반시설로서의 중요성으로 인해 

현재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현재 미국, 일본, 유럽 등 에서도 <그림 

6>과 같이 양성자가속기를 건설 중이거나 이미 완공하여 운  중에 있다. 미국은  

ORLN(Oak Ridge National Laboratory) 주축으로 6개 국립연구소가 공동으로 참여

하는 SNS(Spallation Neutron Source)를 건설 중에 있으며, 유럽에서는 스위스 

PSI(Paul Sherrer Institut)가 건설 하고 있는 SINQ, 국 RAL(Rutherford 

Appleton Laboratory)이 건설 중인 ISIS 등이 있다. 이들 시설의 사양은 각기 활용

용도에 맞게 각기 상이하다. 본 사업단에서 개발 중인 양성자가속기의 사양인  100 

MeV 20mA급 규모의 선형 양성자가속기는 양성자 10경개(10
17
개)를 초속 13만km속

도로 동시에 가속시킬 수 있는 성능이다. 여기서 MeV는 양성자 빔의 에너지를 나

타내며, 이는 가속된 양성자의 속도와 직결된다. 한편, mA는 빔 전류이며 이는 동

시에 가속시킬 수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수치가 높을수록 생산

효율성 측면에서 우수하므로 산업적 활용도가 높은 것이다. 그림에서 녹색 직사각

형의 두께는 동시에 가속시키는 양성자의 개수, 즉 mA를 나타내는 것인데, 현재 개

발 중인 20mA 이상의 빔을 가속시킬 수 있는 대전류 양성자가속기는 미국 일본에 

이어 본 사업단이 세계 3번째임을 알 수 있다1).

<그림 6> 전 세계 주요 가속기 시설의 규모

1) 유럽의 ESS(European Spallation Source)는 아직 착공하지 않고 계획 중인 단계임(2005

년 6월 30일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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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제성평가 정의와 필요성 

   최근 들어 국내외를 막론하고 본 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필두로 한 타당성평가가 매우 필

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즉, 경제성평가는 비단 본 사업에 국한된 것이 아니

라, 과학중심사회를 지향하는 시대적 요구사항으로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에 요

구되는 필수사항인 것이다. 

   <표 4>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사업이 국가에 미치는 파급효과는 전술한 기술적 

파급 효과 외에도 사회적 파급효과와 경제적 파급효과 등 세 가지 파급효과가 있

다. 

   기술적 파급효과는 본 가속기의 건설을 통해 핵심미래원천기술의 개발을 이루어 

국가 및 지역의 과학 및 산업분야에 기술수준의 혁신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를 의

미하는 것으로서, 전술한 바와 같이 기능성 신소재개발, 나노공학, 정보통신기술개

발, 생명공학기술개발, 우주항공기술개발 및 의료분야기술개발에 이르는 폭넓은 기

술혁신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회적 파급효과로는 기술적 효과 및 경제적 파급효과에 의해 국가 및 지역에 

전달되는 사회 및 문화의 구조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양성자가속기의 건설

과 활용을 통한 한국 과학기술능력의 인지도 향상 및 국가인지도 향상, 양성자가속

기를 유치한 사업유치지역의 고용효과 창출 및 인지도 향상 등의 간접적 효과까지 

기대하고 있다. 

   한편, 경제적 파급효과는 본 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화폐단위로 측정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는 기술적 파급효

과와 사회적 파급효과는 각 항목에 대한 달성여부 만으로도 성공여부를 확인 할 수 

있으나, 경제적 파급효과는 그 효과의 크기를 계량적인 수치로 파악하여야만 투입

대비 산출의 효율성(efficiency)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투입대비 산

출 비율이 클수록 본 사업의 경제성은 우수한 것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본 사

업의 경제성이 낮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바로 이러한 여러 파급효과 중에서 경제적 파급

효과에 대한 계량적 측정을 의미한다. 각각의 파급효과는 상호 독립적인 것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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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긴 히 연관된 것이므로 경제성평가의 측정을 위해서는 기술적 파급효과와 사회

적 파급효과의 이해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표 4>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파급효과 및 본 연구의 범위

파급효과
기술적 파급효과

(미래원천기술개발)

사회적 파급효과

(고용창출 및 지역위상 제고)

경제적 파급효과

(지역 및 국가경제 성장동력)

파급효과

세부내용

▶기능성신소재 개발

▶나노기술(NT)개발

▶정보통신기술(IT)개발

▶생명공학기술(BT)개발

▶우주항공기술(ST)개발

▶의료분야기술(MT)개발

▶전문 고급 연구 인력의 

  지역유입

▶가속기 및 빔 이용기술

  기반의 전문교육 

  특성화 및 국제화

▶지역혁신클러스터의

  구축

▶고용창출

▶미래원천기술의 생산지

  로서 지역경제에 이바지

▶선진국 진입을 위한

  미래원천기술의 개발로 

  국가산업경쟁력확보에 

  기여

본 

연구에서

활용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경제적 파급효과 측정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

▶경제적 파급효과의 

  계량적 측정(화폐단위)

   - 총 경제적 가치,     

   - 이용가치

   - 비이용가치 

▶경제성 평가(비율)

   - 투입금액

   - 산출금액

     (파급효과금액)

   - 투입대비 산출 측정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필요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외적으로 외부이해관계자(stakeholder)에 대한 보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

다. 본 사업은 정부, 지역자치단체 및 사업 참여기업이 함께 재원을 마련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이므로 이들 기관이 투자한 재원이 얼마만큼 국가경제에 파급효과를 

미치는지 보고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납세자인 국민과 같은 일반 대중의 알 권리

도 충족시킬 필요성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정



11

량화된 수치로 측정하여 대외 보고 자료로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명확한 산출근거

를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대국민 열린 경 의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것이다. 

   둘째, 투자 대비 산출의 효율성을 분석하여 사업 추진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검

증할 수 있다. 본 사업이 10여년이 소요되는 장기프로젝트이므로 사업 추진에 대한 

타당성과 필요성에 대한 객관적 자료가 있어야만 향후 안정적인 재원 확보와 정책

적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경제전체의 거시적 관점에서도 한정된 국

가예산의 효율적인 분배를 위해서도 투자의 효율성과 관련된 객관적인 근거자료는 

필수적이다.

   셋째, 대내적으로는 사업추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즉, 경제성여부를 계량화된 수치로 측정함으로 인해 향후 급변하는 외부환

경이 본 사업의 경제성에 미치는 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며, 사업 전략 수립에 있어서도 좀 더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안을 도출 할 수 있

을 것이다. 아울러, 경제성 평가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향후 사업 정책 수립과 운

에 있어서 고객(stakeholder)에 대한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에 최우선 목표를 두는 

가치경 체제(Value management system)의 근간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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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본 연구는 과학기술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하나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에 의해 추진하고 있는 100MeV 20mA급의  양성자가속기시설에 대한 경

제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장기적으로 본 사업은 1GeV규모

로 확장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이로 인해 가속기의 활용 용도가 더욱 다양

화 되어 지역의 산업과 과학 분야를 선도하는 명실상부한 지역혁신시스템(Regional 

Innovation System, RIS)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장기비전을 평가할 경우 경제적 파급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경제성 평가는 차후 연구로 남겨두고 본 연구보고서의 범위는 <표 5>와 

같이 현재 정부로부터 승인받은 100MeV급 가속기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제한하

다. 

<표 5> 경제성 평가의 범위와 연구의 체계 개요                  

평가의 범위
평가 방법 및 

연구의 체계
평가 대상

총 사업 

기간

평가 대상

사업 기간

 ①(시설완공 이후) 100MeV 
20mA급 선형양성자 
가속장치와 부대 이용시설

② (시설완공 이전) 본 사업단을 
경유한 빔이용 서비스 및 본 
사업단내의 소규모 가속장치

2002
∼
2012

2005
∼
2030

컨조인트분석 및 
시스템동학기법

(상세한 내용은 
제3장 2절 참조)

   평가대상이 되는 경제적 가치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을 물리적으로 이용함으로써 

얻어지는 이용가치(use value), 국가 과학기술능력의 인지도 향상과 같은 국내외 홍

보효과가치(비용가치, non use value), 마지막으로 이용가치와 비이용가치를 모두 

포괄하는 총 가치 등의 세 가지 유형이다. 이러한 세 가지 유형에 대한 경제적 가

치를 화폐단위로 산출한 뒤, 본 사업에 투입되었거나 투입될 예산을 집계하여 사업

의 투입 예산 대비 경제적 파급효과 산출 비율을 구하여 경제적 효율성(efficiency)

을 평가하는 것이 본 경제성 평가 연구의 범위다. 다만, 비용가치의 경우 홍보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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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 유산가치, 선택가치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홍보효과가치만

을 대표적인 비이용가치로 간주하여 측정하 다. 

   사업의 경제적 가치의 종류와 이에 관련된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이해관계자를 정

리하면 아래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사업의 경제적 가치 구분 

- 사용가치

- 홍보가치         

- 사용가치

- 홍보가치         

사업의
경제적 가치

(100Mev 20mA)

이해관계자
(stakeholder)

정부

민간 참여기업

국민

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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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방법론

제1절. 국내외 경제성평가기법 현황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로 접근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연

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된 개별기술에 대한 가치평가이며 다른 하나는 국가연구개

발사업 전체에 대한 총괄적인 평가이다. 본 연구의 범위는 양성자가속기건설과 이

용을 통한 미래첨단기술개발 사업 전체에 대한 가치측정이므로 후자에 속한다. 

   이러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를 평가하는 기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e Method, 이하 CVM)고 다른 하나는 다속성효

용평가법(Multi-attribute Utility Assessment, 이하 MAUA)이며 마지막은 실물옵션

방법(real option)이다.  처음의 두 기법은 원래 환경재의 가치측정기법으로 개발되

었으나 최근에는 과학기술을 포함하여 환경재 이외의 분야로 그 적용범위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CVM은, 가상적인 환경질 변화를 개인들에게 제시하고 개인의 보상잉여

(compensating surplus)나 동등잉여(equivalent surplus)를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함

으로써 개인들이 공공재나 환경재에 부여하는 가치를 직접적으로 도출하는 방법이

다.  본 방법은 여행비용접근법이나 헤도닉가격기법 등의 다른 가치측정기법과는 

다르게 환경재 가치 중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사용가치(존재가

치)를 포함한 총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기 때문에, Davis(1963)가 처

음 도입한 이래 가치측정의 주된 도구로서 꾸준하게 사용되어 왔다 (Carson 외

(1994)).  조건부가치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소개하는 문헌으로는 Mitchell and 

Carson(1989), Hanley(1989), Bateman and Turner(1992), Freeman(1993) 등이 있으

며 실제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룬 문헌으로는 Mitchell and Carson 

(1993), Werner and Groves(1993), Levy 외(1995) 등이 있고 문제점들을 논의한 문

헌으로는 Hausman(1993)이 있다.

  동 기법은 설문형태에 따라 경매법(Bidding game), 지불카드법(Payment card),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등으로 세분되며 그중에서도 양분선택형은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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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성 산하 NOAA(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전

문가 그룹이 만든 CVM 사용지침서에서 추천된 방법으로서 (Portney (1994)), 설문

조사 시 각 개인에게 가상적인 환경질 변화를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의 대가로서 특

정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CVM은 설문조사의 문항들이 응답자들이 가치를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단계화 

내지 구조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속성이 복잡한 재화의 경우에는 응답자가 가치

를 쉽게 형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그러나 MAUA는 응답자로 하여금 평가대

상 재화를 여러 측면에서 다각도로 생각할 수 있도록 설문문항을 구조화하 기 때

문에 속성이 복잡한 재화의 경우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MAUA는, 다속성

효용이론(Multi-attribute Utility Theory, 이하 MAUT)에 기초한 방법이다. MAUT

은 과학기술이나 R&D의 성과를 나타내는 여러 속성들을 각각 평가하고 이를 하나

의 종합적인 성과도로서 측정하는 함수인 다속성효용함수로 변환하는 방법이다. 

MAUA는 과학기술이나 R&D를 다속성의 관점에서 평가하는 점은 본 연구의 방법

론인 컨조인트분석기법과 유사하지만, 두 방법 간에는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첫째

는 MAUT에서의 속성은 과학기술이나 R&D가 달성하고자 하는 각 목표들을 속성

으로 측정하므로 여기에는 당위성이 존재하지만, 컨조인트분석기법에서의 속성은 

과학기술이나 R&D가 갖고 있는 특성들을 측정하므로 여기에는 당위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둘째는 MAUT는 원래 여러 대안들을 상호 비교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졌

으며 따라서 단지 서수적인 지수의 성격을 갖고 있었다. Dale et al.(1996)에 의해 

MAUT에서의 선호의 구조적 유도절차와 CVM의 설문기법 및 가치의 후생개념을 

결합시켰지만, 여전히 지수를 다시 화폐단위로 변화시키기 위한 질문문항이 별도로 

필요하다. 그러나 컨조인트분석기법은, 속성에 비용지불수단을 포함시킴으로써 자연

스럽게 화폐단위의 가치를 도출할 수 있으며, 또한 MAUT에서의 선호의 구조적 유

도절차와 같은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으므로 상대적으로 도출과정이 간편하다.   

   실물옵션이론은, 투자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는 현금흐름할인모형

(Discounted Cash Flow, DCF)이 투자의 지연이나 포기 등과 같은 옵션을 대안으로

서 의사결정과정에 반 하지 못하는 반면에, 투자의 옵션들을 가치평가에 접목한 

기법으로서 최근 국내외 문헌에서 위험도가 높은 새로운 기술이나 에너지프로젝트 

평가에 빈번히 사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물옵션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불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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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성의 주요 원천이 되는 변수가 확률과정(주로 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

른다고 가정하는데 이 확률과정의 주요 모수를 추정하는데 해당 변수의 과거 자료

들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의 평가대상인 양성자가속기와 같이 아직 완

공되지 않았고 개발될 기반기술들의 불확실성을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는 변수들

과 이러한 변수들의 과거 자료들이 없는 상황에서는 실물옵션이론은 적용될 수 없

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VM은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가치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비이용가치를 포함하는 총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속성이 복잡한 재화의 경우에는 응답자들이 쉽게 가치를 

형성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MAUT는 구조화와 가치평가단계에서 응답자

로 하여금 가치를 상대적으로 쉽게 형성할 수 있도록 질문문항을 설계하므로, 복잡

한 속성을 갖는 재화의 평가에 많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MAUT는 원래 화

폐단위가 아닌 지수로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화폐단위로 변환하기 위해 WTP를 묻

는 질문을 다시 질문문항에 포함시켜야 하며, 선호의 구조적 유도절차가 비교적 복

잡하다. 한편 실물옵션이론은 투자의 지연이나 포기와 같은 옵션을 가치평가에 포

함시킴으로써 기존의 주요 투자의사결정기법인 현금흐름할인모형이 갖고 있던 의사

결정기법의 문제점을 보완하 으며 위험도가 높은 투자프로젝트에 빈번히 사용되어

지지만 양성자가속기와 같이 아직 기반기술이나 관련 산업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에

는 적용될 수 없다.  반면에 본 연구의 방법론인 컨조인트분석기법은 MAUT에 비

해 선호의 구조적 유도과정이 필요 없기 때문에 설문문항이 비교적 쉽게 작성되어

지며, 또한 실물옵션이론이 적용되어질 수 없는 아직 존재하지 않는 투자프로젝트

에도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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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본 연구에서의 연구방법론

.

   본 연구의 경제성 평가 체계는 <그림 8>와 같이 총 4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우

선, Part 1에서는 이용자 1인당 이용가치, 홍보가치, 총 가치 등을 측정하고, Part 2

에서 양성자가속장치가 내구연한이 종료될 때까지 각 연도별 이용자수를 추정하며, 

Part 3에서 이용시간에 1인당 이용가치를 곱하여 최종적으로 각 연도별 양성자가속

장치의 이용가치, 홍보가치 및 총 가치를 도출한다. 이렇게 산출된 경제적 가치는 

Part 4에서 투입예산에 대한 비율로 환산하여 타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경제성을 비

교를 하 다.

   일반적으로 비시장재는 거래되는 시장이 전혀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도 정

부규제, 공공재적 특성, 외부경제 존재 등의 이유로 시장가격이 재화가치를 올바르

게 반 하지 못하는 재화를 가리킨다. 양성자가속기시설은 아직 건설이 완료되지 

않았고 완공된 이후에도 국가 과학기술 및 산업용 기반 시설로서 운 되므로 이용

요금이 실질적인 경제적 가치를 반 하는 수준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설정될 것이

다. 따라서 전형적인 비시장재 사례로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시장재로서의 특성

을 반 한 경제성 평가기법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분석기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과 시스템동학기법을 복합적으로 적용하 으며, 평가결과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조건부가치기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에 의한 평가결과와 비교하 다. 

   첫째, 이용자 1인당 경제적 가치 측정은 컨조인트분석기법을 적용하 다. 컨조인

트분석기법은 시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연구에 국내외 학계

에서 주로 채택하고 기법이다. 비시장재의 1인당 경제적 가치의 측정을 위한 기법

으로는 진술선호기법(Stated Preference approach, 이하 SP)과 시현선호기법

(Revealed Preference approach, 이하 RP)이 있는데 최근 주된 비시장재 가치평가기

법으로 정착되고 있는 SP기법을 가치평가기법 채택하 다. SP기법에는 세부적으로 

조건부가치기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조인트분석기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 등이 있다. CVM은 이용가치뿐만 아니라 비이용가치를 포

함하는 총 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미국의 경우 법원, 행정부, 입법부 

등에서 공식적으로 비시장재의 가치평가기법으로서 채택되고 있는 기법이다.  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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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조인트분석기법은 평가대상 재화의 가치 총액뿐만 아니라 재화를 구성하는 속성

들의 부분가치도 평가할 수 있으며, 응답자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평가대상 재화를 

생각해볼 수 있기 때문에 평가대상 재화가 다양한 속성들의 복합체인 경우에는 더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8 > 본 연구의 체계와 연구방법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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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는 컨조인트분석기법과 조건부가치기법을 병행하여 적용하 다. 기

본적으로 경제적 가치의 측정은 컨조인트분석기법으로 실시하되 조건부가치기법에 

의한 평가도 병행하여 실시하여 두 기법에 의한 가치를 상호 비교함으로서 평가금

액에 대한 적절성을 검증하기 위해서이다. 

   컨조인트분석에서는 가치평가대상 제품을 다차원속성들의 복합체로 가정하므로 

제품이 갖는 주요한 속성과 각 속성이 가질 수 있는 값(수준, level)을 적절하게 결

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포커스그룹에 대한 사전 연구를 통해 

양성자가속기시설을 이용요금을 포함한 7개의 속성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속성별로 

3∼4개의 수준을 갖는 것으로 설정하 다. 구체적인 속성과 수준은 다음과 같다.

① 에너지용량: 100 MeV, 400 MeV, 3 GeV, 50 GeV 

② 빔전류크기: 0.15 mA, 0.33 mA, 2 mA, 10 mA

③ 접근성 및 경비절약:  유럽/미국, 일본/중국, 국내

④ 이용자편의시설: 0, 1, 2, 3

        1 = Guest House

        2 = Guest House + Guest용 연구공간

        3 = Guest House + Guest용 연구공간 + 인접기반시설

                                             (병원,도서관,할인점,시장 등)

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없음, 팀, 시설, 팀+시설

⑥ 교류가능연구자(연간시설이용자수): 700, 1300, 3000, 6500

⑦ 시설이용료: 20만원, 33만원, 50만원, 70만원

   조건부가치평가기법을 활용할 때, 응답자의 가치를 유도하기 위해 평가대상의 

가상적인 제품을 이용할 경우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의 지불수단을 어떻게 설정

하느냐가 중요하다.  통상 문헌에서는 세금이나 기부금 등이 지불수단으로 사용되

는데, 본 연구에서는 각 가구당 매월 지불하는 세금을 지불수단으로 설정하 다.

   CVM과 CAM 모두, 설문조사의 질문 문항을 설계할 때 최종적인 분석모형에서

의 종속변수가 연속형 수량변수(continuous quantitative variable)와 이산형 명목변

수(discrete qualitative variable) 중의 하나가 되도록 설계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는 이산형 명목변수가 되도록 질문문항을 설계하 다. 특히 CVM에서는 이러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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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올바른 평가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미국 상무성 산하 

NOAA(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전문가 그룹이 

만든 조건부가치법 사용지침서에서도 추천된 방법이다 (Portney, 1994).  

   종속변수가 이산형 변수일 때 계량경제모형으로서 이산선택모형(discrete choice 

model)이 추정에 사용된다.  이산선택모형에는 가정되는 오차항의 분포에 따라 크

게 Logit 모형과 Probit 모형 등이 주로 활용되는데,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이 

2개인 경우에는 추정결과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지만 종속변수가 취할 수 있는 값

이 3개 이상인 경우에는 모형에 따라 추정결과가 차이가 날 수 있다.  Logit모형은 

계산이 비교적 쉽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강한 통계적 가정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다.  Probit모형은 종속변수가 취하는 값의 수가 증가할수록 계산이 

매우 어려워지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약한 통계적 가정을 한다는 장점

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문헌에서 주로 채택되는 Logit 이산선택모형을 채택

한다. 구체적으로 CAM의 이용에 의한 이용가치 평가에서는 다항로짓모형

(Multi-nominal logit model)을, CVM에 의한 총가치 평가에서는 이항로짓모형

(Binominal logit model)을 각각 채택하 다.

   한편, 이용가치 이외에 홍보가치는 이용가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으로 

얼마만큼의 크기를 가질 것이라고 생각하는지 설문조사를 통하여 측정하 다. 양성

자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21세기 미래 산업인 IT, BT, NT, ET, ST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므로 양성자가속기시설을 유치한 지역은 자연스럽게 기초과학 

및 최첨단 산업응용 연구의 중심지로 부상되고 관련 첨단시설도 집중될 것이기 때

문에 홍보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양성자가속기 및 양성자기반

공학기술 개발은 국내의 미래 원천기술 개발 기여, 국제 시장에서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수준 신뢰향상 및 국제적 지위 향상 기여, 우리나라 기술 및 제품 수출 기여 

등의 무형적인 경로를 통해 국가경제의 홍보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

서 본 연구는 양성자가속기의 홍보효과가치를, 양성자가속기시설을 유치한 국내지

역이 여타 국내지역에 비해 갖는 국내홍보효과와 국가경제 전체적으로 국제무대에

서 갖게 되는 국외홍보효과로 구분하여 측정하 다.

   연구방법론에 있어서 기존의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등과 같은 전통적인 민간

분야의 개별 기술가치 평가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이유는 본 평가가 개별기술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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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평가가 아니라, 연구 및 생산기반시설에 대한 평가이며 공공경제에 속하는 국가

기반시설로서 향후 미래원천기술의 개발에 필요한 이용수단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술개발에 따른 파급효과가 직접적인 경제효과 뿐만 아니라 간

접적으로 국민경제에 기여하는 것이 크다. 이러한 가치를 모두 종합하여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민간분야에서 주로 실시되는 개별 기술가치 평가기법은 적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둘째, 시설의 총 이용자수를 추정부분은 시스템동학기법(system dynamics)을 사

용하여 추정하 다. 이는 2002년 본 사업이 출범한 이후 2005년까지의 실제 빔 이

용자수를 기초자료로 하여 빔 이용자의 증감에 관여하는 변수를 설정한 뒤 상호 관

계식을 수립하여 시뮬레이션 하는 방식으로서 2030년 까지 총 이용자수 추정하

다. 시뮬레이션 기간은 2030년까지 설정한 이유는 일반적으로 가속기 시설이 완공 

후 약 20∼30년 정도를 이용연한으로 보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2년 완공이후 2030

년 까지를 약 28년간을 경제적 이용연한으로 간주하고 시뮬레이션 하 다. 만약 추

가적인 시설 증설이 있으면 이용연한은 연장될 수 있으나 본 연구의 분석범위에는 

고려하지 않았다. 

   시설의 이용자 수의 추정은 우선 기본수요에 따른 빔 이용자 수를 추정한 뒤, 

확산계수를 반 하여 확장수요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수행하 다. 기본수요, 확산계

수 그리고 확장수요에 대한 정의는 <표 6>와 같다.

<표 6> 빔 이용수요의 정의 

용어 정   의

기본수요 본 양성자가속기의 건설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기본적인 양성자 빔 이용자수

확산계수

본 양성자가속기의 건설 후 시설 이용을 통해 기본수요를 자극하여 보다 많은 

양성자 빔 이용자를 추가적으로 증가시키는 비율

  -모방계수 : 본 시설에 대한 실제 이용사례가 전파되어 유사한 목적의 빔 

이용 사례를 유도해 내는 비율

  -혁신계수 : 본 시설에 대한 실제 이용사례가 전파되어 상이한 목적의 빔 

이용 사례를 유도해 내는 비율

확장수요 기본수요에 확산계수를 고려하여 산출된 빔 이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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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째, 이용자 1인당 경제적 가치와 각 연도별 빔 이용자 수를 곱하여 시설에 대

한 경제적 가치를 산출한다. 다만, 이용자 1인당 경제적 가치는 이용자 한 사람이 

한 시간을 이용하 을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이므로 빔 이용자수를 빔 이용시

간으로 변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 과거 본 사업단을 통한 빔 이용자들의 실제 

빔 이용시간을 고려하여 1인당 빔이용시간을 설정하 다. 

   시설의 총 가치 측정이 완료되면 이 중 산업분야 이용가치를 분리하여 부가가치

율의 역수를 곱하여 지역경제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산업분야 생산유발금액으로 추

정하 다. 이는 사업유치지역에서 본 사업을 유치하 을 경우 어느 정도의 생산유

발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간접적으로 산출해 보기 위해서이다. 

   총 이용자수 추정을 위한 시스템동학기법의 적용 시 여러 가지 입력 변수가 필

요한데 미래에 대한 추정이므로 변수 값은 고정되지 않고 일정의 범위를 가지고 있

다. 이처럼 범위를 가지는 변수는 변수의 범위를 가능한 한 보수적으로 설정하 다. 

그 이유는 경제적 가치의 과대평가를 방지하고 신뢰성을 가능한 확보하기 위해서 

이다.

   넷째, 경제성(economic efficiency)의 측정이다. 이는 본 사업의 경제적 가치를 

투입예산으로 나눈 값으로서 비율(ratio)로 표시된다. 이렇게 비율로 표준화를 시키

면 다른 국가주도 연구개발사업이나 정부출연연구소의 경제성 분석 자료와 상호 비

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사업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우수한지를 파악

할 수 있으며, 본 사업보다 우수한 경제성을 가지는 타 연구개발사업의 핵심성공요

인을 벤치마킹(bench marking)할 수 있는 틀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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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제1절. 양성자가속장치 1인당 이용가치 측정

1. 컨조인트분석기법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가속장치 1인당 이용가치를 컨조인트분석에 의하여 측정하

다. 여기서 1인당 이용가치는 이용자 1인이 본 양성자가속장치를 1시간 이용하

을 경우에 발생되는 국가경제전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발생 금액으로 정의하고 이

를 측정할 수 있도록 컨조인트분석 체계와 설문지를 설계하 다.  

   시장이 제대로 작동되는 상품의 경우, 그 상품의 가치는 시장가격에 의해 측정

될 수 있다. 그 상품을 만드는 생산비용과 그 상품에 대한 사용자들의 수요 등이 

시장가격에 그대로 반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장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하더라

도 공공재적인 특성을 갖거나 외부경제 또는 정부의 규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

장가격이 상품 가치를 제대로 반 하지 못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비시장재

(non-market goods)라고 하며, 비시장재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가격 이외의 

다른 방법이 요구된다.  양성자 가속장치는 아직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시장이 

형성되지 않았고, 개발이 완료된 이후에도 기초 과학적인 특성 때문에 이용가치를 

완전하게 반 하는 높은 수준에서 이용요금이 설정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비시장

재의 전형적인 경우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비시장재 가치평가 기법은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는

데, 최근에는 첨단과학기술이나 R&D 등의 가치평가에도 적용되고 있다. 기존 문헌

에서 비시장재의 가치평가에 대한 방법론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제시되어 있다. 첫

째 방법은 설문조사를 통해 비시장재에 대한 응답자들의 선호를 분석하는 진술선호

기법(Stated preference approach)이며, 두 번째 방법은 소비자들의 실제 선택에 관

한 자료를 사용해 분석하는 시현선호기법(Revealed preference approach)이다. 전자

의 대표적 기법으로는 조건부가치측정법(Contingent Valuation Method, CVM)과 컨

조인트분석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 등이 있고, 후자의 대표적 기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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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헤도닉가격기법(Hedonic price method)과 여행비용기법(Travel cost method)

가 있는데, 최근의 주된 가치평가기법으로 정착된 것은 진술선호기법이다.2)

   진술선호기법 중 CVM은, 비시장재의 이용가치나 비이용가치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설문조사자료를 통해 측정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여행비용접근법이나 헤도닉가격기법 등의 시현선호기법과는 다르게 비시

장재 가치 중 비사용가치(존재가치)를 포함한 총가치를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Davis(1963)가 처음 도입한 이래 특히 환경경제학 분야에서 가치측정의 주된 도구

로서 꾸준하게 사용되어 왔다 (Carson 외(1994)). 그러나 CVM은 가치평가대상이 

다양한 속성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적용이 쉽지 않다.(Streever et al., 1998)

   진술선호기법 중 CAM은 설문조사를 통해 어떤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 하나하

나에 이용자가 부여하는 효용(utility)을 추정하는 실증연구방법으로서, 

Lancaster(1966, 1971)에 의해 미시경제학의 소비자이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으로

서 도입되었다. Lancaster(1966, 1971)는, 재화를 소비자 효용의 직접적 대상으로 다

루던 전통적 소비자이론에 반하여 효용을 창출하는 것은 상품 그 자체가 아니라 상

품이 보유하는 속성들이라는 새로운 소비자이론을 제안하 으며, 이러한 새로운 접

근법은 소비자 행동분석에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제학에서는 특성접근

법(characteristics approach)으로 그리고 마케팅에서는 컨조인트분석기법(Conjoint 

Analysis Method, CAM)의 이름으로 널리 응용되어 왔다.3) 본 연구에서도 주된 분

석기법으로서 CAM을 채택하고자 한다.

   CAM의 기본 전제는, 모든 상품은 이용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다차원 속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속성은 다시 몇 개의 수준(level)이나 값들을 갖는다는 것이다.  

CAM의 장점은, 상품의 총가치 이외에 이용자가 개별 속성의 각 수준에 대하여 부

여하는 선호도 즉 부분가치(part-worth)를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이다 (Green and 

Srinivasan, 1990). 

   비시장재 가치측정 분야에서는, Admowicz et al. (1994)에 의해 처음으로 환경가

치측정기법으로 적용된 이후 CAM에 의한 비시장재 가치측정 적용사례가 꾸준히 

2) 가상가치법을 포함한 가치측정법에 관한 문헌들은, Mitchell and Carson (1989), Freeman 

(1993)을 참조

3) 경제학에서의 연구사례는 Griliches(1971), Muellbauer(1974), Rosen(1974), Heckman and 

Scheinkman(1987),  Anderson et. al. (1989), Berry et. al (1995) 등을, 그리고 마케팅에서의 

응용사례는 Bastell and Louviere(1991), Louviere(1988), Hensher(1994) 등을 참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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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 특히 CAM은 CVM을 적용하기 어려운 다속성으로 이루어진 비시장

재의 사용가치 및 비사용가치의 측정을 위한 대체적인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도 CAM의 적용결과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다 

(Carlsson and Martinsson, 2001; Morrison st al., 2002).

   전통적 CAM의 설문조사는, 속성들을 다양하게 조합함으로써 만들어지는 여러 

가상적인 상품(이후 대안으로 표현)으로 구성된 선택집합을 응답자에게 제시하고 

응답자는 선택 집합에 있는 각 대안에 대한 선호도를 점수화(rate)하거나 서열

(rank)을 매기도록 구성되어 있다. 이때 다른 가치평가기법과 구별되는 특징은, 상

품을 묘사하는 속성들 중에 가격을 포함시킨다는 점이며, 이렇게 가격을 포함시킴

으로써 가격이외의 다른 속성들에 대해 부분가치(part-worth)로 불리는 속성별 암

묵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응답자가 선택 집합에 있는 모든 대안

들을 점수화 혹은 서열 등으로 평가해야 할 경우 선택 집합에 포함된 대안의 수가 

증가할수록 평가의 피로도가 급증하기 때문에 신뢰성 있는 응답결과를 얻기 힘들다

는 문제를 갖는다.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가속장치를 4개의 수준을 갖는 

속성이 6개 그리고 3개의 수준을 갖는 속성이 1개인 다차원속성의 제품으로 고려하

는데, 이 경우 속성의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 수는 12,288개이며 이것을 효율적 

실험설계기법을 이용하여 48개로 줄여도 응답자가 48개의 모든 대안에 대해 신뢰성 

있는 평가결과를 응답한다는 것은 비현실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피하기 위해, 각 응답자에게 3개의 대안으로 구성

된 선택 집합을 제시하고 응답자는 선택 집합의 3개 대안들 중에서 가장 선호되는 

대안만 선택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선택 컨조인트분석 모형(Choice Conjoint 

Analysis Model, CCAM)을 채택한다. 이렇게 소수의 대안으로 구성된 선택집합에

서 최선의 대안만 선택하도록 하는 가치평가 방법은, 이미 환경경제학 분야의 CVM 

응용연구에서 비교적 올바른 응답결과를 얻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미

국 상무성 산하 NOAA(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전문가 그룹이 만든 조건부가치측정법 사용지침서에서 추천된 방법이다 (Portne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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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증연구절차

   여기서는 CCAM을 적용하는 과정을 단계별로 살펴본다.4) 본 연구에서 CCAM의 

적용은 6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1단계는 포커스 그룹에 대한 예비연구를 통해 양성

자가속장치의 지불수단을 포함한 속성과 각 속성의 수준들을 결정하고, 2단계는 실

험설계법을 이용하여 추정결과의 효율성을 가능한 유지하면서 응답자들이 평가하는 

대안들의 수를 최소로 줄인다. 3단계는 최종적인 설문문항을 결정하고 설문지를 작

성한다. 4단계는 응답자의 모집단을 정의하고 표본을 설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한

다. 5단계는 얻어진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모형의 추정에 사용되기 적합하도록 

코딩하고, 6단계는 추정 및 분석하는 단계이다

가. 예비연구

   양성자가속장치는, 이용자들이 장치의 이용에 가치를 부여하도록 하는 많은 속

성들을 갖는다. 그러한 속성들을 측정 가능한 명확한 개념으로 정의하고, 많은 속성

들 중에서 중요한 속성들을 추려내는 작업은 현실적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서 가

장 중요한 작업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원자력연구소 양성자

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내의 전문가들에게 의뢰하여 양성자가속장치의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포커스 그룹를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예비 연구를 수

행하 다

   ‣ 이용자들이 가속기장치를 이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얻게 되는 주요한 속성

(attribute)과 각 속성의 값 수준(level)을 결정

   ‣ 지불수단인 가격속성의 유형과 수준 결정.  특히 수준을 개방형 질문으로 질

문하여 대략적인 값 범위를 결정

   이러한 예비연구의 몇 차례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 주요하면서 측정 가능한 속성

4) CCAM의 적용과정은 배현희(2002), 곽승준.유승훈.한상용(2003), 이 성․황기연(2004)을 

참조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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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서 7개 속성이 최종적으로 선정되었다. 첫 번째는 양성자가속장치의 에너지용

량(q1), 두 번째는 양성자가속장치의 빔전류 크기(q2), 세 번째는 가속장치의 위치로 

대리 측정되는 접근성 및 경비절약(q3), 네 번째는 이용자편의시설(q4), 다섯 번째는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q5), 여섯 번째는 연간시설이용자수로 대리 측정되는 

교류 가능한 연구자 수(q6), 일곱 번째는 가격(q7)이다. 특히 지불수단인 가격속성

은, 국외에서 시설이용요금이 사용되기 때문에 시간당 시설이용료로 결정하 다. 시

설이용료를 시간당으로 설정한 이유는 본 컨조인트분석을 통해 산출해야 할 1인당 

이용가치가 시간당 금액이기 때문이다.

   개별 속성들의 수준은, 접근성 및 경비절약(q3) 속성만 3개 수준이고 나머지 속

성들은 모두 4개의 수준으로 설정하 다. 수준에 사용된 값 범위는 국외의 가속장

치의 현재와 장래 고려되는 수준,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계획되는 수준들을 고려하

여 결정하 다. 가속장치의 에너지 용량 속성(q1)과 빔전류 크기 속성(q2)은, 이용자 

그룹마다 선호하는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크기가 클수록 바람직한 것은 아

니다. 따라서 이들 두 속성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수량변수로 보이지만 추정과정에

서는 각 수준마다 더미변수를 정의하여 질적 변수로 처리하 다.5) 따라서 7개 속성 

중 q1∼q3 그리고 q5의 4개 변수가 질적 변수로 처리되고 나머지 3개 속성인 q4, 

q6∼q7은 수량변수로 처리된다.6) 이상의 가속기 관련 속성과 속성별 수준을 정리하

면 아래 <표 7>과 같다.

5) 예비 추정과정에서 가속장치의 에너지 용량 속성(q1)과 빔전류 크기 속성(q2)을 수량변수로 

처리해보았으나 모두 통계적 신뢰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음.

6)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속성(q5)에 대해, 기술지원팀만 있는 경우와 연구부대시설만 있

는 경우에 각각 1을 부여하고 양자 모두 있는 경우에 2를 부여하는 수량변수로서도 고려하

으나, 통계결과가 개선되지 않았고 질적변수로 고려하는 것이 더 다양한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질적변수로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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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가속기의 속성 별 수준

변수명 속성 수준

q1 양성자가속장치 에너지 100 MeV 400 MeV 3 GeV 50 GeV

q2 양성자가속장치 빔전류 0.15 mA 0.33 mA 2 mA 10 mA

q3 접근성 및 경비절약 유럽/미국 일본/중국 국내

q4 이용자편의시설 0 1 2 3

q5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없음 기술지원팀 연구부대시설

기술지원팀 +
연구부대시설

q6
교류가능한 연구자 수
(연간 시설이용자) 700 1300 3000 6500

q7 시설이용료 (시간당) 20만원 33만원 50만원 70만원

   참고로 설문지에 이용자 편의시설의 각 수준이 의미하는 바는 아래 <표 8>과  

같이 표현된다.

<표 8> 이용자 편의시설의 각 수준 값과 내용

수준 값 0 1 2 3

내용 없음 Guest House Guest House +
Guest用 연구공간

Guest House +
Guest用 연구공간 +
인접기반시설 존재

(병원, 도서관, 할인점, 시장 등)

나. 실험설계에 의한 선택 집합 설계

   실험설계는 평가대상 대안들을 결정하는 것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 채택된 

속성과 속성별 수준의 경우 가능한 모든 조합의 경우 수는 4
6
×3=12,288 개이다. 이

러한 조합들에서 다시 응답자별로 3개를 추출하는 경우의 수는 천문학적인 크기가 

되며, 이러한 모든 대안들을 모두 평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에 가능한 추정

결과의 효율성을 저해시키지 않도록 정보의 손실을 막으면서 평가대상 대안들의 수

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속성이 제품 가치에 미치는 효과에는 주 효과(main effect)와 교차효과

(interaction effect), 두 개의 유형이 있다. 주 효과 모형은, 각 속성의 효과가 다른 

속성들의 수준에 따라 변하지 않고 같도록 설정된 모형이며,  교차효과 모형은, 각 

속성의 효과가 다른 속성들의 수준에 따라 변하도록 설정된 모형이다. 

   실험설계에는 Full-factorial design(이하 FU)과 Fractional-factorial design(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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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 두 가지 유형이 있다. FU는 인자(속성)들의 수준들로 만들 수 있는 모든 가능

한 조합으로 구성되는 것을 말하며, 응답자는 이 모든 상품 프로파일들을 평가해야 

한다. FU 설계의 장점은 모든 주 효과와 교차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는 점이며, 단

점은 응답자들이 지나치게 많은 수의 상품 프로파일을 모두 평가해야 하므로 신뢰

성 있는 응답결과를 도출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이다. 반면에 FR은 FU보다 적

은 수의 대안들로 선택 집합을 구성하는 것을 말한다.  FR설계의 장점은 응답자가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대안들을 평가하므로 신뢰성 있는 응답결과를 도출할 수 있

다는 점이며, 단점은 일부 효과들이 구별되어 추정되지 않고 혼합되어(confounded) 

추정된다는 점이다. 특히 주 효과와 같은 낮은 차수의 효과들이 상위 차수의 교차

효과들과 혼합되어 추정될 수 있다.  따라서 상위 차수 효과들이 0이거나 매우 적

다고 가정하고 낮은 차수의 효과들을 추정해야 한다.

   본 연구는 FR설계를 이용하는 주 효과 모형을 채택한다. FR설계를 사용할 경우, 

FU에 비해 추정결과의 분산이 증가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를 방

지하기 위해서는 개별속성들 간의 직교성(orthogonality)를 보장하도록 설계하는 것

이 필요하다. FU의 효율성을 100% 살리도록 설계된 FR설계를 직교배열(orthogonal 

array)이라고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에서만 이용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에는 

차선책으로 추정량의 분산행렬을 최소화하는 최적설계(optimum design)를 사용한

다.  최적설계는 추정량의 분산행렬에 기반을 둔 효율성 척도를 최소화도록 후보 

설계들을 탐색하는 알고리듬을 통해 수행된다.  예컨대 선형모형의 경우 최소자승

추정량의 분산행렬이 (X     X )− 1
에 비례하고 행렬의 고유근(eigen value)은 행렬의 

크기를 측정해주므로, (X     X )− 1
의 고유근들의 대푯값에 기반을 둔 척도를 효율성 

척도로서 사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채택하는 선택 컨조인트분석의 경우, 수리적 모형 구조는 앞서 언

급되었듯이 계량경제학에서는 다항 이산선택모형(Multi-nominal discrete choice 

model)으로 알려진 구조를 갖게 된다. 다항 이산선택모형은 일반적으로 최우추정법

(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에 의해 추정되는데, 이러한 경우 실험설계

를 적용할 때 두 가지 점을 주의해야 한다.  먼저 다항 이산선택모형의 추정모형으

로서 널리 사용되는 다항로짓모형의 추정량 분산행렬을 보면, 다음과 같은 구조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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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ˆ  )   =    [ ]  Z     P     Z            − 1    =       Σ
i = 1

n

Σ
j = 1

J

Pij    zij   zij      
− 1

단, P  ij   ≡    
e  (xij     )

Σ
k = 1

J

e  (xik    )

zij   ≡    xij   −    Σ
j = 1

J

xij  Pij    ≡     xij   −    x i

   위 분산행렬은 (다항로짓) 선택모형의 두 가지 중요한 성질을 말해준다.  첫째, 

선형모형에서 z에 해당하는 변수는 전체 상품대안에 걸친 평균으로부터의 잔차로 

정의되는데, 선택컨조인트모형에서는 선택 집합 내에서의 평균으로부터의 잔차로 

정의된다.  따라서 선택설계에서는 적절한 상품대안의 선택뿐만 아니라 이들 상품

대안의 선택 집합들에 대한 배분 방식도 추정량의 분산행렬에 향을 미친다.  둘

째, 선형모형에서는 분산행렬은 모수 벡터 에 의존하지 않았지만 선택모형에서는 

Pij 가 의 함수이므로 분산행렬이 우리가 그 값을 모르는 에도 향을 받는다. 따

라서 선택 컨조인트분석에 실험설계를 적용하여 최적설계를 설정할 때에는, 모수 

값을 추측하여 그 추측된 모수 값 하에서 분산행렬을 최소화하는 알고리듬을 이용

해야 한다. 본 연구는 Zwerina et al. (2005)에서 제시된 S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주효과 최적설계를 수행하 다. 

   본 연구의 경우에, FU 설계는 12,288개의 대안이며, 가장 효율적인 FR 설계는 

48개와 96개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48개를 선택하 다. 다음으로 설계의 블

록화 과정이 추가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처럼, 한 응답자가 3개의 대안만을 비교

해서 가장 만족감이 큰 대안을 선택하도록 할 경우 설계의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

러한 선택을 3회 반복해서 실시하도록 했다. 따라서 48개 대안을 모집단으로 해서 

한 응답자가 3개의 대안이 들어있는 선택 집합을 3번 임의로 추출하는 블록화 과정

을 추가로 수행했는데, 응답자의 수는 210명이므로 결과적으로 48개 대안으로부터 

모두 210*3*3=1890개의 대안을 임의로 추출하여 응답자당 3*3개씩 배분하 다.

   <표 9>는 한 응답자에게 실제 배포된 설문지에서 사용된 3개 대안집합이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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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자는 각 대안집합에서 하나의 시설을 선택해서 응답하도록 질문하 다. <표 10>

과 <표 11>은 다른 응답자에게 배포된 설문지의 예시를 든 것이다. 각각의 대안집

합 셋(set)은 <표 9>와 다르게 설정되어 있으며, 이처럼 설문대상자가 달라지면 설

문의 대안집합이 달라진다. 따라서 배포된 설문 240부는 모두 다른 대안집합이 적

혀있다.

<표 9> 실제 사용된 한 응답자를 위한 3개 대안집합 ①

양성자

가속장치 

에너지 

양성자

가속장치 

빔전류

위치
이용자 

편의시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교류가능한 

연구자 수

(연간 시설

이용자)

시설이용료

(시간당)
선택(O)

시설 A 3 GeV 10 mA 일본/중국 3 없음 3000 20만원

시설 B 50 GeV 0.33 mA 유럽/미국 0 기술지원팀 1300 20만원

시설 C 100 MeV 0.15 mA 국내 1 연구부대시설 700 70만원

<표 10> 실제 사용된 한 응답자를 위한 3개 대안집합 ②

양성자

가속장치 

에너지 

양성자

가속장치 

빔전류

위치
이용자 

편의시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교류가능한 

연구자 수

(연간 시설

이용자)

시설이용료

(시간당)
선택(O)

시설 A 400 MeV 10 mA 국내 2 연구부대시설 1300 70만원

시설 B 3 GeV 0.33 mA 일본/중국 0 기술지원팀 700 50만원

시설 C 50 GeV 2 mA 일본/중국 1
기술지원팀+연
구부대시설 3000 33만원

<표 11> 실제 사용된 한 응답자를 위한 3개 대안집합 ③

양성자

가속장치 

에너지 

양성자

가속장치 

빔전류

위치
이용자 

편의시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교류가능한 

연구자 수

(연간 시설

이용자)

시설이용료

(시간당)
선택(O)

시설 A 3 GeV 0.33 mA 일본/중국 0 기술지원팀 700 50만원

시설 B 400 MeV 10 mA 국내 2 연구부대시설 1300 70만원

시설 C 50 GeV 2 mA 일본/중국 1
기술지원팀+연
구부대시설 3000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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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설문지 작성

   예비적으로 작성된 설문조사 문항들을 포커스 그룹에 배포하여 사전조사를 하

고 잘못 이해하기 쉬운 용어들과 문구를 수정하 다. 최종 설문문항은, 비시장재 가

치평가의 설문조사에서 널리 채택되는 구성을 따라서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하

다. 첫째 부분에서는, 평가 대상에 대한 응답자들의 관심과 주의를 환기시키는 목적

으로 양성자가속장치에 대한 일반적 내용을 질문하 다. 둘째 부분에서는, 본 연구

의 주된 자료 원천인 양성자가속장치의 다양한 속성 수준들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대안들에 대한 응답자들의 가치판단에 관한 질문을 하 다. 셋째 부분에서는 응답

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에 관한 질문을 하 다. 

라. 표본설계와 설문조사

   ‣ 모집단과 표본 집단의 선정 : 양성자가속기를 활용한 경험이 있거나 향후 활

용할 가능성이 있는 집단을 모집단으로 규정하고, 이를 다시 산업체, 대학교, 

연구소 부분 등 세 그룹으로 분할하 다. 이는 산업체, 대학교, 연구소가 각

각 원하는 양성자 빔 사양과 이용 목적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 표본 크기 : 표본의 크기는 설문지 작성과 설문조사에 걸리는 시간을 고려하

여 산업계, 대학교, 연구소 각 분야별 70명씩 총 210명으로 규정하 다.   

   ‣ 설문대상자들의 선정과정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2001년에 실

시한 빔 이용자 수요조사7)에 참여한 산업체, 대학교, 연구소  소속 연구원들

을 설문대상자로 우선 선정하고, 설문응답이 없을 경우 및 설문대상자가 부

족할 경우 동일 분야에 소속된 다른 기관을 무작위로(random) 선정하여 설

문조사 실시하 다. 또한 설문대상자의 솔직한 대답을 유도하기 위하여 성명

은 기입하지 않도록 하 다. 최종적으로 선정된 설문대상자들의 소속기관은 

<표 12>와 같으며 한 기관에서 설문은 평균적으로 3∼5부를 실시하 다. 다

만, 같은 소속기관이라도 근무 분야나 주 연구 분야가 다를 경우에는 각 분

야별로 각각 설문을 실시하 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한 기관 내에서 설

7) 김계령 外,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및 빔 수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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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부수가 평균을 초과하여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설문대상자는 연구소 및 대학교 재직자의 경우 석사이상이 학력에 선임급 

이상 직책을 가진 사람이 설문에 참여하도록 유도하 으며, 산업계의 경우도 

이에 상응하는 직책에(과장급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도록 유도하 다. 

설문은 직접 방문에 의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표 12> 설문대상자 소속 기관(가나다 순) 

기관명 기관명

경북대 전북대

고려대 ㈜ KMAC

국립암센터 ㈜하성

국방과학연구소 ㈜GAIA

뉴서울 종묘 중앙대

단국대 포항공대

도루코 한국화학연구원

동신대 항공우주연구소

래디오닉스 호진산업기연

부산대 EB Tech

비츠로테크 Eti

 삼성전자 ETRI

삼성 종기원 KAERI

생명공학연구소 KAIS

서울대 KAIST

서울산업대 KBSI

순천대 KERI

애드플라텍 KIGAM

엑셀코리아 KINS

연세대 KIST

옵토프로 KOPEC

울산대 LG 생산기술연구소

원자력의학원 LG전자

위덕대 LG전자연구소

이화여대 POSCON

인하대 Satrec I

   ‣ 설문조사방법 : 우편에 의한 설문발송결과 총 210명 중 30명만이 설문에 응

답하여 회수율이 저조. 따라서 추가적으로 직접 설문대상자를 방문하여 설문

작성 및 회수를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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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문조사 기간 : 2005년 3월2일부터 동년 4월 22일까지

   ‣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기초통계

- 응답자 수 = 210 명

- 분석에 필요한 문항을 모두 응답한 수 = 196 명

- 가속기시설 이용경험 내지 이용할 계획이 있는 응답자 비율 = 51.02%

- 과학과 경제발전에 대한 가속기시설 중요성 설문 결과:

   ○ 평균 응답 = 4.33   ※ 참고: 4=중요함, 5=매우 중요함

   ○ 중요하다고(≧4) 응답한 비율 = 87.76%

   ‣ 응답자 평균 연령 = 40.78세

   ‣ 응답자 평균 학력 = 2.5 ※ 참고: 1=학사, 2=석사, 3=박사

   ‣ 응답자 평균 소득 구간: 4백만 이상 ~ 5백만 미만

마. 응답결과의 자료입력

   설문조사 응답결과를 분석모형의 추정에 사용되기 적합하도록 입력한다. 특히 

추정에 사용되는 통계 소프트웨어에 따라 자료의 입력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주의해

야 하는데, 본 연구는 추정모형으로서 다항로짓모형을 적용하 고, 추정에 이용되는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 프로그램은 GAUSS 프로그램 

언어를 이용하여 작성하 다. 이 경우 자료 입력은 정형화된 틀이 있지 않고, 추정

프로그램 내에서 외부에서 주어지는 자료를 추정모형에 필요한 형식으로 자유롭게 

변형시킬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점이 있다.

3. 수리적 분석모형

가. 다항 이산선택모형

   선택 컨조인트분석은 응답자들의 선택행동을 분석할 때 임의효용모형(Random 

Utility Model, RUM) 구조를 따른다.  동 모형에서 응답자들은 유한개 대안들 중에

서 최대의 효용을 주는 대안을 선택하며, 이때 각 대안이 낳는 효용은 응답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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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알려져 있지만 연구자에게는 알려져 있지 않는 것으로 가정된다. 각 대안의 효

용은 두 개의 부분으로 분리되는데, 첫 부분은 연구자에게 알려진 대안의 속성들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 V이며, 나머지 부분은 연구자에게 알려지지 않은 대안 속성들

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 이다. V를 대안 속성들의 선형함수로 설정하면, 응답자 i

가 선택 집합 Ci에 있는 j번째 선택대안으로부터 얻은 효용은 다음과 같이 모형화 

된다.

Uij  = Vij  +   ij  = xij      +   ij

   단, xij  : k*1 속성벡터

:  속성들에 대한 k*1 계수벡터

ij  :  미관측 속성들의 효과들이 내포된 오차항

만약 응답자가 대안 j를 선택한다면, 대안 j의 효용 Uij이 Ci의 대안들 중에서 가장 

최대라고 가정할 수 있으므로 대안 j의 선택 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  (j  |  Ci  )   ≡    P  xij      +   ij   >    xik      +   ik               f  all  k  ≠   j

  =    P  ik  −   ij  < (  xij  −  xik  )                for  all  k  ≠   j

   위 식은 추정모형의 설정과 추정결과 해석에서 조심해야할 세 가지 점을 내포하

고 있다. 첫째는, 모든 대안에 공통적인 값을 갖는 상수항을 포함시킬 경우, 

xij  −   xik 의 구조를 통해 상쇄되므로 연구자에게 알려진 대안속성에 의해 결정되는 

효용인 xij  에 상수항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점이다. 그러나 상수항을 포함시키지 

않으면 오차항의 평균이 0이 되지 않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오차항에 대해 0의 평균

을 갖도록 가정하는 확률분포들은 모형설정오류를 가져오게 된다. 한 가지 대안은 

Uij  = Vij  +   ij  = xij      +   j  +   ij와 같이 대안별로 특정한 상수항 j  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대안별 특정한 상수항의 의미는, 모형에 포함되지 않은 대안속성들

의 효용에 대한 평균적 향력이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대안별 상수항의 절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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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은 파악할 수 없고 단지 대안 간 상수항의 차이만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사

실을 감안할 때 상수항들의 절대 수준을 정규화할 필요가 있는데 통상적인 방법은 

한 대안의 상수항을 0으로 설정하는 것이다. 이 경우 나머지 대안들의 상수항은 정

규화를 위해 선택된 대안에 상대적인 상수항 값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두 번째는, 모형에 포함되는 상수항 이외의 다른 속성들도 절대적인 수준 xij   의 

향력은 파악할 수 없고 속성들 간의 상대적 차이 xij  −   xik 의 향력을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가지 접근을 할 수 있다. 첫째는, 선택 

집합에 대안의 속성이 모두 0인 대안이 있고 응답자는 그 대안을 항상 선택하지 않

는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환경재 평가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채택하는 것

인데, 현재 상태를 나타내는 기준이 되는 대안을 하나 선정해서 선택 집합에 그 대

안을 항상 포함시키는 것이다. 이 경우 만약 응답자 i의 선택 집합 Ci이 3개의 대안

으로 구성된다면, 대안별 효용은 다음과 같이 모형화될 수 있다:

대안 1: Ui1   =  xi1      +   1  +   i1

대안 2: Ui2   =  xi2      +   2  +   i2

대안 3: Ui3   =  xi3      +   3  +   i3

가상 대안:  Ui0   =  0     +   0  +   i0

   세 번째는,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인 특성 변수들을 모형에 도입하는 방식에 주

의해야 한다. 응답자의 특성 변수들은 대안 간에 동일하기 때문에 대안 간 상대적 

차이는 항상 0이므로 모형에 도입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응답자 특성변

수를 모형에 도입하려면 대안 간에 차이가 있도록 해야 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이

용되고 있다. 첫 번째 방식은 응답자 특성 변수들이 효용에 미치는 향, 즉 기울기

가 대안별로 다르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각 대안별로 더미변수를 새로 정의

하여 응답자 특성 변수들에 곱하는 것과 결과적으로 같다. 이 경우 더미변수에 곱

해진 응답자 특성 변수들은 대안 간에 변화하게 되며, 응답자 i의 효용함수는 다음

과 같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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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j   =  j   +  xij      +   dij  si    αj   +   ij

단, s i :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변수

   dij   :  소비자 i가 대안 j를 선택하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 8),   j    =     1,2   

   αj   :  응답자 특성변수가 대안 j의 효용에 미치는 향력을 측정하는 계

수

   예를 들어 소비자의 선택에 향을 미치는 3개의 대안 속성변수가 x1,  x2,  x3  있

고 1개의 소비자 특성변수가 s   있다고 하자.  만약 대안이 3개 있으면 더미변수를 

di1과 di2 , 2개 정의해야 하고, 이 경우 응답자 i에 대한 변수 값은 다음과 같을 것이

다.

  x1  x2 x3 d1  s d2 s

대안1:   x1, i1  x2, i1 x3, i1 s i  0

대안2:   x1, i2  x2, i2 x3, i2 0  s i  

대안3:   x1, i3  x2, i3 x3, i3  0  0  

   그러나 이 방식은, 본 연구에서처럼 응답자마다 선택대상인 대안들이 달라지는 

상황에서는 정의해야 하는 더미변수가 지나치게 많아지게 되므로 현실적인 해결방

식이 될 수 없다. 두 번째 응답자 특성변수 처리 방법은 특성변수들을 대안속성들

에 곱하는 것이며, 응답자 i의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게 된다.

Uij   =  j   +  xij      +   xij  s    α   +   ij

   예를 들어 3개의 대안 속성변수가 x1 ,  x2 ,  x3   있고 2개의 응답자 특성변수가 s    

8) 모든 대안에 대해 더미변수를 정의하면 Singularity를 야기하게 되므로, 임의의 한 대안

에 대해서는 더미변수를 정의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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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하자.  이 경우 효용함수의 구체적 형태는 다음과 같다.

Uij   =  j   +  1  x1, ij  +   2  x2 ,ij  +   3  x3, ij

      +   α1 x1, ij   s i  +   α2 x2, ij  si  +   α3 x3, ij  si  +   ij

   이 경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위와 같은 효용함수는 더 이상 주 효과모형이 아

니고 각 속성의 효과가 다른 속성들의 수준에 따라 변하게 되는 교차효과모형이므

로, 실험설계에서 주 효과모형을 상정하고 최적 설계로 선택된 실험설계가 더 이상 

최적설계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이다.

   응답자 i의 대안 j의 선택확률 식에서 오차항 벡터 i  = ( i1 ,  ... ,  iJ  )의 결합확률 

도함수를 f  ( i  )라고 표기한다면, 위 식에서 대안 j의 선택 확률은 다음과 같다:

P  (j  |  Ci  )   ≡    P  ik  −   ij  < (  xij  −  xik  )                for  all  k  ≠   j

  =    1   ( ik   −   ij  <  (xij  −   xik   )    for  a ll  k  ≠   j  )   f  ( i   )  d  i

   위 식을 구체화시키기 위해서는 오차항에 대한 확률분포를 가정해야 하는데, 다

항이산선택모형으로 Logit, Nested Logit, Probit, Mixed Logit 등이 고려될 수 있

다. 이 중에서 앞의 두 개 모형은 효용의 미관측 부분(오차항)에 대해 독립적인 제1

형 극치분포(iid, Type I Extreme value distribution, 혹은 Gumbel distribution)과 

일반화 극치분포(Generalized extreme value distribution)를 각각 가정하며, 두 모형 

모두 위의 다중 적분에 대한 폐쇄형(closed form) 식을 구할 수 있으므로 계산이 편

리하다. 나머지 두 개 모형 중에서 Probit모형은 미관측 효용부분에 대한 다중정규

분포를, 그리고 Mixed Logit모형은 미관측 효용부분을 두 부분으로 다시 분리하여 

하나는 연구자가 설정하는 임의의 분포를 그리고 나머지는 독립 제 1형 극치분포를 

가정하며, 두 모형 모두 다중 적분에 대해 폐쇄형 식을 구할 수 없고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치적으로 계산해야 한다. 

   Logit모형은 계산의 편리성 때문에 이산선택모형 중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데, 

단점은 미관측 효용부분이 대안 간에 분산이 동일하며 서로 독립이라는 가정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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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점이다. 특히 독립 가정은, 한 대안과 관련된 미관측 효용부분이 다른 대안과 

관련된 미관측 효용부분과 유사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비현실적인 가정일 수 있다.

   Nested Logit모형은, 대안 간에 미관측 효용들에서의 상관관계를 허용하며 Logit

모형을 0의 상관관계라는 특수한 경우로 포함한다는 점에서 Logit모형보다 더 일반

화된 모형이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비교적 간단한 Nested Logit모형의 경우 

대안들을 Nest라고 부르는 몇 개의 그룹으로 나누고 동일 그룹 내 대안들에 대해서

는 미관측 효용이 동일한 상관관계를 갖도록 하고 다른 그룹에 속한 대안들에 대해

서는 미관측 효용이 상관관계가 없도록 모형화한다. Nested Logit모형은 대안들의 

그룹 분류가 명확한 경우에는 Logit모형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으나 본 모형의 상

황과 같이 대안들의 그룹 분류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 무리한 그룹분류는 모형설

정오류를 가져올 수 있다.

   Probit모형은 미관측 효용부분이 결합정규분포를 한다는 가정에 기초하고 있으

며, 일반화된 공분산행렬을 사용함으로써 임의의 상관관계나 이분산 패턴을 포괄할 

수 있다. 한 가지 제약은 미관측 효용부분에 대한 정규분포 가정을 한다는 점인데, 

예컨대 미관측 효용부분이 항상 양인 경우에 정규분포 가정은 무리한 가정이다.

   Mixed logit모형은 미관측 효용부분을 다시 두 부분으로 분리해서 한 부분은 임

의의 상관관계와 이분산 구조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한 부분은 iid 극치분

포를 가정하는 구조를 취하며, 임의의 이산선택모형을 근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갖

는다. Mixed logit모형과 유사한 모형으로는 Mixed probit모형을 들 수 있다. 후자

는 Mixed logit과 거의 유사하며 단지 극치분포 대신에 정규분포를 가정한다는 점

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치평가문헌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다항로짓모형을 채택하고

자 한다.  다항로짓모형은 대안 간 독립성을 가정한다는 점에서 비교적 강한 가정

에 기반을 두고 있지만 계산이 간편하고 또한 대안 간 종속성을 모형화 하기가 쉽

지 않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선택이 된다. 앞서 언급되었듯이, 로짓모형은 오차

항이 iid이며 아래와 같은 분포함수를 갖는 제1형 극치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며, 

F  ( ij  )    =     exp  ( )−  exp  ( )  −   i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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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응답자 i의 대안 j  선택 확률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게 된다 

(McFadden, 1973).

P  (j  |  Ci  )   ≡    P  ik  −   ij  < (  xij  −  xik  )                for  all  k  ≠   j

  =    1   ( ik   −   ij  <  (xij  −   xik   )    for  a ll  k  ≠   j  )   f  ( i   )  d  i

  =       
e  (xij     )

Σ
k = 1

J

e  (xik    )

단, J  :  선택집합 Ci에 있는 대안들의 수. (본 연구의 경우 3임)

   본 연구의 최우추정법(Maximum Likelihood Estimation, MLE)에 사용되는 로그

-우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 n   L   =    Σ
i = 1

n

Σ
j = 1

3

dij   l n    P  (j  |  Ci  )

단, P  (j  |  Ci  )   ≡    
e  (xij     )

Σ
k = 1

3

e  (xik    )

dij  는 응답자 i 가 대안 j를 선택했으면 1의 값을, 그렇지 않으면 0

의 값을 갖는 더미변수이다.

나. 추정모형

   선형효용함수를 가정하면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응답자 개인의 특성변수들의 대

안 간 상대적 차이는 항상 0이므로 모형에 도입할 수 없다. 이러한 문제는 절편에

도 적용되어, 절편을 모든 대안에 대해 동일하다고 가정하면 역시 대안 간 절편의 

상대적 차이는 항상 0이 되어 모형에 도입할 수 없다.  만약 응답자 개인의 특성변

수 계수와 절편을 모든 대안들마다 다르도록 모형화 할 경우, 본 연구에서는 모두 

48개의 대안이 고려되므로 지나치게 많은 수의 계수와 절편을 추정해야 하는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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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생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특성변수와 절편 모두 모형에 도입하지 않

으며, 문헌에서 이러한 모형은 조건부 로짓(Conditional logit)모형으로 알려져 있

다.9) 다만 응답자 개인특성변수 중에서 재직분야의 경우 학계와 연구소 그리고 기

업마다 각 속성의 가치가 다를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재직분야가 

추정결과에 미치는 향을 파악하기 위해 추정모형을 전체 자료에 대해 추정하는 

것 이외에 재직분야별로 별도로 추정하여 추정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최종적인 추정모형에서 응답자 i 의 대안 j에 대한 효용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 된다:

Uij  =  Vij  (qij ,  pij  )  +   ij  =  q   qij   −   p   pij    +   ij     

단, qj       : 가격 이외의 대안속성 

pj    : 가격

본 연구에서 고려되는 가격이외 대안속성 변수들은 다음과 같다:

q11: 양성자가속장치에너지 더미변수 = 



1  if  에너지  =   400  MeV
0  otherwise

q12: 양성자가속장치 에너지 더미변수 = 



1  if  에너지  =  3  GeV
0  otherwise

q13: 양성자가속장치 에너지 더미변수 = 



1  if  에너지  =   50  GeV
0  otherwise

q21: 양성자가속장치 빔전류 더미변수 = 



1  if  빔전류  =   0.33  mA
0  otherwise

q22: 양성자가속장치 빔전류 더미변수 = 



1  if  빔전류  =   2  mA
0  otherwise

q22: 양성자가속장치 빔전류 더미변수 = 



1  if  빔전류  =   10  mA
0  otherwise

q31: 접근성 및 경비절약 더미변수 = 



1  if  일본중국
0  otherwise

9) Greene(2000)에서는 대안과 응답자 모두에 대해서 값이 변하는 설명변수로 구성된 로짓

모형을 조건부 로짓(Conditional logit)모형으로, 그리고 응답자 특성변수처럼 응답자에 대

해서만 값이 변하는 설명변수로 구성된 로짓모형을 다항로짓(Multi-nominal logit)모형으

로 구분함.



42

q32: 접근성 및 경비절약 더미변수 = 



1  if  국내
0  otherwise

q4: 이용자편의시설

q51: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더미변수 = 



1  if  기술지원팀  only
0  otherwise

q52: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더미변수 = 



1  if  연구부대시설  only
0  otherwise

q53: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더미변수 = 



1  if  지원팀 + 부대시설
0  otherwise

q6: 교류 가능한 연구자 수

다. 응답자 1인당 총 가치와 속성별 부분가치

   본 연구에서 양성자가속장치의 총 가치는 힉스(1943)의 보상변이(compensating 

variation) 개념에 의해 측정된다. 본 연구에서 현 상태(status-quo)는 속성이 모두 

0이며 효용도 0인 가상적인 대안으로 가정하며 응답자들은 항상 그러한 현 상태 대

안을 선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그리고 j번째 선택대안으로부터 얻은 효용을 다

음과 같다고 하자.

Uj  = Vj  +   j  = Vj  (qj ,  pj ,  m  )  +   j

단, qj       : 가격 이외의 대안속성

pj    : 가격

m  : 소득

   이 경우 현 상태에 대비한 대안 j의 힉스 보상변이 CVj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

다.

Vj  (qj ,  pj ,  m  −   CVj  )  − V0  (q0 ,  p0 ,  m  )  = 0

   즉, 대안 j의 힉스 보상변이 CVj  는 대안 j를 선택하기 위해 응답자가 최대한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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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지불할 의사가 있는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을 나타낸다. 만약 

현 상태 대안의 효용수준을 0으로 가정하면, 

Vj  (qj ,  pj ,  m  −   CVj  )  = 0

이 되며, 이 식을 CVj   에 대해 풀면 다음과 같다.

CVj  = m  −   V − 1
j   (0 ,  qj ,  pj  )

단, V − 1
j   (0 ,  qj ,  pj  )는 소득 변수에 대한 Vj  의 역함수임.

   만약 V를 대안 속성들의 선형함수로 설정하면, 소득의 한계효용이 상수가 되므

로 위에 언급한 식들은 본 연구의 추정모형에 대해 다음과 같이 된다.

[1] Uj  =  Vj  (qj ,  pj ,  m )  +   j  = q   qj  +   p  (m  −   pj  )  +   j

[2] Vj  (qj ,  pj ,  m  −   CVj )  − V0  (q0 ,  p0 ,  m )  = 0

   =     q  (  qj  −   q0  )  −   p  (pj  −   p0   +  CVj )

   =       q     qj    −   p  (pj  +  CVj   )  if   q0  =   p0  =   0

[3] CVj     =     ( q  qj  )/ p    −     pj

   본 연구에서는 선형효용함수를 가정하므로 [3]식이 한 응답자가 대안 j에 대해 

부여하는 총 가치를 계산해주는 공식이 된다. 즉, 각 대안의 가치는 (대안속성*기울

기의 속성간 합계)/가격기울기 - 대안가격으로 계산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계획 중인 양성자가속장치에 대해 개별 응답자가 부여하는 

총 가치를 구하기 위해서는 각 속성의 해당하는 수준 값을 이용하여 위 [3]식에 따

라 계산하면 되며, 모집단에 대한 총 가치는 개별 응답자의 총 가치에 모집단의 인

구수를 곱하여 계산하면 된다.

   컨조인트분석(CAM)의 장점은 각 속성별 가치도 계산할 수 있다는 점인데, 각 

속성의 부분가치(part-worth) 혹은 응답자의 한계지불의사액(Marginal Willing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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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Pay, MWTP)은 다음과 같이 유도된다. k번째 속성, qk의 한 단위 증가에 대한 

응답자의 지불의사액은, 응답자의 효용을 불변으로 유지시키도록 하는 가격 p의 증

가분으로 정의된다. 효용에 대한 전미분을 취해서 0으로 놓으면,

d  V  = k  d qk  −   p  d p  = 0

이 되므로, 속성의 한계지불의사액 혹은 부분가치는 다음과 같이 계산 된다.

d  p / d  qk  = k / p

   

   즉, 각 속성의 한계지불의사액 혹은 부분가치는 속성의 해당 계수에 대한 가격 

계수의 비율로 계산된다.  예를 들어, 이용자편의시설(q4) 속성의 부분가치는 다음

과 같다.

d  p / d  q4  = 4 / p

4. 분석결과

   응답자 210명 중 분석에 필요한 문항을 모두 응답한 수는 196명이다. 각 응답자 

별로 3번의 선택을 하도록 하 기 때문에 다항로짓모형의 추정에 사용되는 관측자

료는 모두 3 X 196 = 588 개이다. 

   응답자 중 가속기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든지 향후 이용할 계획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51.02%이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시설이 과학과 경제발전에 어느 정도 중

요한지의 5점 척도 질문에 대해 평균 응답 결과는 4.33으로 나왔다. 참고로 4의 값

은 중요함 그리고 5는 매우 중요함이다. 그리고 4(중요함) 이상 응답한 비율은 

87.76%로 나와서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가속기시설이 중요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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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체 응답자

   전체 응답자의 응답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표 13>과 같다. 에너지용량 속성

은, 기준 값인 100 MeV에 비해 400 MeV 나 50 GeV는 이용자의 가치 변화가 없지

만, 3 GeV는 기준값이 100 mA에 비해 가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빔

전류크기 속성은 기준 값인 0.15 mA에 비해 0.33 mA, 2 mA, 10 mA에 대한 가치 

변화가 없다. 접근성 및 경비절약 속성은, 기준 값인 유럽/미국에 비해 일본/중국에 

대한 가치 변화가 없었으나 국내 위치는 가치가 크게 증가하 다.  특히 모든 속성

들에 비해서 계수의 값이 국내 위치에 대해 가장 크게 측정되어, 접근성이 용이하

고 경비가 절약되는 것에 이용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용자 편의시설의 경우는 많을수록 가치가 증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속성은, 전혀 없을 때보다 하나라도 존재하는 것이 가치가 증대하

으며 모두 존재하는 것이 하나만 존재하는 것보다 가치가 증대하 다. 하나만 존

재하는 경우에는 기술지원팀 보다는 연구부대시설의 경우 가치가 더 크게 증대하

다. 시설이용요금은 부호가 음으로 측정되어, 적을수록 가치가 증대하 다. 계수값

의 크기순서는 국내에 위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접근성 및 경비절약 >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 > 연구부대시설만 있는 경우 > 기술지원팀

만 있는 경우 > 이용자편의시설의 크기로 측정되었다. 

<표 13> 전체 응답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통계량

에너지용량 더미:  =1 IF 400 MeV  0.0661  0.4738 

에너지용량 더미:  =1 IF 3 GeV -0.2994 -2.0843      *

에너지용량 더미:  =1 IF 50 GeV  0.0383  0.3516 

빔전류크기 더미:  =1 IF 0.33 mA  0.1175  0.8464 

빔전류크기 더미:  =1 IF 2 mA  0.1728  1.3309 

빔전류크기 더미:  =1 IF 10 mA  0.1368  0.9822 

접근성 더미:      =1 IF 일본/중국 -0.0386 -0.2696 

접근성 더미:      =1 IF 국내  1.0524   8.5897      **

이용자편의시설  0.0933   2.0125      *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기술지원팀 only

 0.4429  3.0204      **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연구부대시설 only  0.5647  3.8617      **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기술지원팀+연구부대시설  0.8209   5.4925      **

시설이용요금 -0.1567 -5.4504      **

                           (*):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
                  (**):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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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학교 재직 응답자

   대학교에 재직하는 응답자의 응답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

다. 전체 응답자 결과와 비교했을 때, 3 GeV를 포함한 모든 에너지용량 더미가 통

계적 유의성이 없으므로 대학교 재직 이용자에 대해서는 기준 값인 100 MeV에 비

해 그 이상 에너지용량이 증가해도 가치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일본/

중국의 접근성 및 경비절약 더미의 통계적 유의성은 여전히 작지만 전체 응답자에 

비해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부호는 양으로 나와서, 기준 값인 유럽/미국에 비해 일

본/중국에 위치하는 것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왔으며, 계수값의 크기순서는 

국내 > 일본/중국이므로 국내에 위치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 가치가 높고, 국내로부

터의 거리가 멀수록 가치가 감소한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속성은, 기술지

원팀만 있는 경우 더미변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감소하여 기술지원팀이나 연구

부대시설이 모두 없는 경우에 비해 기술지원팀만 있는 경우는 가치 변화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표 14> 대학교재직 응답자 응답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통계량

에너지용량 더미:  =1 IF 400 MeV  0.0594  0.2343 

에너지용량 더미:  =1 IF 3 GeV -0.1763 -0.6999 

에너지용량 더미:  =1 IF 50 GeV  0.0473  0.1780 

빔전류크기 더미:  =1 IF 0.33 mA  0.0984  0.3511 

빔전류크기 더미:  =1 IF 2 mA  0.3011  1.1307 

빔전류크기 더미:  =1 IF 10 mA  0.0654  0.2292 

접근성 더미:      =1 IF 일본/중국  0.4491  1.8689 

접근성 더미:      =1 IF 국내  1.3287   5.7139      **

이용자편의시설  0.1780  1.9822      *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기술지원팀 only  0.4496  1.5993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연구부대시설 only

 0.5393  2.1215      *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기술지원팀+연구부대시설

 0.6134   2.2579      *

시설이용요금 -0.1979 -3.7662      **

                           (*):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

                  (**):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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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소 재직 응답자

   연구소에 재직하는 응답자의 응답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

다. 전체 응답자 결과와 비교했을 때, 400 MeV 에너지용량 더미가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반면에 3 GeV는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연구소 재직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기준 값인 100 MeV에 비해 보다 높은 에너지 용량 중 특히 

400 MeV 에너지용량을 선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0.33 mA 빔전류크기 더미가 통

계적 유의성이 있으며 부호는 양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기준 값인 0.15 mA보다 

0.33 mA의 빔전류 크기를 더 선호한다. 전체 응답자의 경우에 비해 이용자편의시설

은 통계적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지원팀이나 연구부대시설이 모두 

없는 경우에 비해 연구부대시설만 있는 경우에 대한 가치변화는 전체 응답자 경우

보다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감소하며, 계수값의 크기순서는 기술지원팀+연구부대시

설 > 기술지원팀 > 연구부대시설으로 나타나서 연구부대시설만 있는 경우에 대한 

가치가 상대적으로 적음을 알 수 있다. 이용요금의 통계적 유의성 및 계수 값이 크

게 감소하여, 전체 응답자에 비해 이용요금에 거의 관심을 갖지 않다. 기술지원팀과 

연구부대시설이 모두 존재하는 속성에 대해 가장 큰 가치를 부여하고 다음으로 국

내 위치 속성에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연구소 재직 응답자 응답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통계량

에너지용량 더미:  =1 IF 400 MeV  0.5920  2.4098      *

에너지용량 더미:  =1 IF 3 GeV -0.0646 -0.2343     

에너지용량 더미:  =1 IF 50 GeV  0.3168  1.2029 

빔전류크기 더미:  =1 IF 0.33 mA  0.5466  2.1879      *

빔전류크기 더미:  =1 IF 2 mA  0.3773  1.5831

빔전류크기 더미:  =1 IF 10 mA -0.0920 -0.3345

접근성 더미:      =1 IF 일본/중국 -0.2042 -0.8029      

접근성 더미:      =1 IF 국내  1.1537  5.3935      **

이용자편의시설  0.0947  1.1068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기술지원팀 only  0.5535  2.1745      *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연구부대시설 only  0.4942  1.7557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기술지원팀+연구부대시설  1.3169  4.7636      **

시설이용요금 -0.0979 -1.8715     

                           (*):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
                  (**):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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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산업체 재직 응답자

   산업체에 재직하는 응답자의 응답 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는 아래 <표 16>과 

같다. 전체 응답자 결과와 비교했을 때, 3GeV 에너지용량 더미의 계수가 음으로 측

정되었으며 절대값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2배가량 더 크다.  따라서 산업체 재직 

이용자들에 대해서는 3GeV의 경우 기준 값인 100MeV 수준의 에너지용량 가속기

시설보다 가치가 크게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일본/중국의 접근성 및 경비절약 더미

의 통계적 유의성이, 전체 응답자에 비해 비교적 크게 증가하고 부호는 음으로 나

오고 있어서 국내에 위치하는 것이 기준 값인 유럽/미국보다 더 선호되고, 반면에 

일본/중국은 유럽/미국보다 덜 선호됨을 알 수 있다. 국내기술지원팀의 경우 더미변

수의 통계적 유의성이 크게 감소한다. 따라서 기술지원팀이나 연구부대시설이 모두 

없는 경우에 비해 기술지원팀만 있는 경우는 가치 변화가 유의하지 않으며, 계수 

값 크기순서는 연구부대시설 > 기술지원팀+연구부대시설 > 기술지원팀으로 나타나

서 연구부대시설만 있는 경우가 가장 선호됨을 알 수 있다.  즉, 산업체 재직 응답

자의 경우는 기술지원팀의 존재 여부에 관심이 없다. 전체응답자에 비해, 국내 위치 

속성 다음으로 연구부대시설만이 존재하는 속성에 대해 높은 가치를 부여한다. 

<표 16> 산업체 재직 응답자 응답자료를 이용한 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통계량

에너지용량 더미:  =1 IF 400 MeV -0.4027 -1.6301      

에너지용량 더미:  =1 IF 3 GeV -0.5866 -2.1603      *

에너지용량 더미:  =1 IF 50 GeV -0.2490 -0.9476 

빔전류크기 더미:  =1 IF 0.33 mA -0.3141 -1.1739      

빔전류크기 더미:  =1 IF 2 mA -0.1156 -0.4821

빔전류크기 더미:  =1 IF 10 mA  0.3095  1.2842

접근성 더미:      =1 IF 일본/중국 -0.4780 -1.9360      

접근성 더미:      =1 IF 국내  0.8456  4.1990      **

이용자편의시설 -0.0064 -0.0860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기술지원팀 only  0.4339  1.6116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연구부대시설 only  0.7735  3.0498      **

기술지원팀및연구부대시설 더미 =1  
IF 기술지원팀+연구부대시설

 0.7091   2.6305      **

시설이용요금 -0.1796 -3.4461      **

                           (*): 5%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

                  (**): 1% 유의수준 하에서 유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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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1인당 이용가치 추정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과기부 주관 21세기 프론티어사업의 하나인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에 의해 2002년부터 10년간 100MeV 20mA급 규모의 선형 양성자가속

기를 추진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규모의 양성자가속기를 상정하

고 이용가치를 측정 하 다.

‣ 에너지용량 = 100MeV

‣ 빔전류크기 = 20mA

‣ 이용자편의시설 = 3 (Guest House, Guest용 연구공간, 인접기반시설)

‣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 기술지원팀 + 연구부대시설

‣ 교류가능 연구자수 (연간 시설이용자) = 1,300명

‣ 시설이용료 = 20만원(시간당)

    이러한 각 속성의 값을 위에서 추정된 다항로짓모형에 투입한 결과, <표 17>과 

같이 응답자 당 193만원의 이용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직분야별로는 대학

교 재직 이용자의 경우 176만원, 연구소 재직 이용자의 경우 370만원, 그리고 산업

체 재직 이용자의 경우에는 130만원의 이용가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7> 양성자 가속기의 일인당 이용가치 측정결과

전체 응답자 대학교 재직 연구소 재직 산업체 재직

193.272만원 175.606만원 369.936만원 129.81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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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양성자가속장치 이용자 1인당 국내외 홍보가치 측정

1. 측정방법론

   양성자 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암 치료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유

전자 조작, 농산물 저장, 반도체 생산, 육종 등 21세기 미래 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NT), 환경기술( ET), 우주기술(ST) 등 첨단산업에 활용되

므로, 양성자 가속기 시설이 들어서면 기초과학 및 최첨단 산업응용 연구가 활발해

져 유치지역이 연구중심지로 부상되고, 관련 첨단시설도 잇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시설을 유치한 지역이 여타 국내지역에 비해 갖는 국내홍보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

된다.

   한편, 양성자가속기시설 및 기반기술의 개발로 인하여 한국 과학기술능력의 인

지도 향상, 이에 따른 기술 및 제품 수출 촉진, 그리고 국제적 지위 향상 등의 무형

적인 경로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크게 기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홍보효과의 가치를 측정하기 위해, 양성자가속기가 건설

되었을 때 산학연 이용자들이 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용가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유치지역의 국내홍보효과와 국가경제 전체의 대외홍보효과의 상대적 가치가 각

각 어느 정도 되는지를 응답자들에게 질문하는 방식을 채택하 다. 

2. 측정결과

   응답자 전체로는 가속기시설의 유치 국내지역이 갖는 홍보효과 가치가 이용가치 

대비 74%가 된다고 응답하 다.  재직분야별로는, 대학교 재직 응답자의 경우에는 

이용가치 대비 61%, 연구소 재직 응답자의 경우에는 82%, 그리고 산업체 재직 응

답자는 78%라고 각각 응답하 다. 한편 국가경제의 대외 홍보효과 가치는, 응답자 

전체의 경우 이용가치 대비 79%를 차지하며, 재직분야별로는 대학교 재직 응답자의 

경우 66%, 연구소 재직 응답자는 87%, 그리고 산업체 재직 응답자는 85%를 차지

한다고 응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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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절의 이용가치 측정결과에 이러한 응답결과를 곱하면 홍보효과 가치를 측정할 

수 있다.  <표 18>과 같이 지역홍보 및 국가홍보를 합한 총 홍보가치는 이용자 일

인당 296만원으로 나타났다.  재직분야별로는, 대학교 재직 이용자의 경우 224만원, 

연구소 재직 이용자는 625만원, 그리고 산업체 재직 이용자는 212만원으로 계산되

었다.

<표 18> 응답자 일인당 지역 및 국가경제 홍보효과 가치

지역홍보가치 국가홍보가치 홍보가치

응답자 전체 142 만원 154 만원 296 만원

대학교 재직 108 만원 116 만원 224 만원

연구소 재직 304 만원 321 만원 625 만원

산업체 재직 101 만원 111 만원 212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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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총 경제적 가치 측정

1. 측정방법론

   컨조인트분석에 의하여 본 시설 이용자 1인당 경제적 가치는 산출하 으므로, 

본 시설에 대한 이용자수 및 그에 따른 총 이용시간을 추정한 뒤 1인당 경제적 가

치를 곱하여 사업전체의 가치를 구하고자 한다. 이용자수의 추정은 시스템동학기법

을 이용하여 추정한다. 

   시스템동학기법은 원인과 결과간의 여러 가지 변수들을 설정하고 상호 관계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관계식을 설정한 뒤, 시뮬레이션에 의하여 최종 결과를 예측

하는 방법론이다. 따라서 미래 예측치를 추정하기 위해서 시계열 분석이나 회귀분

석과 같은 과거 자료에 기반한 예측이 힘들 경우, 논리적인 사고를 통하여 미래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가속기 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첨단시설인 관계로 과거의 이용자 데이터가 부족하여 시계열 분석 기법으로는 적합

한 예측을 할 수가 없기에 시스템동학기법을 이용하 다. 

   다만, 본 연구 체계상 빔 이용자수는 빔 이용시간으로 변환되어야 한다. 그 이유

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자 1인당 경제적 가치는 이용자 한 사람이 한 시간을 이

용하 을 경우 발생되는 경제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용자수가 추

정이 되면, 하루 8시간 빔이용기준으로 이용자들의 평균 빔이용일수를 산정하여 이

용자수에 곱해주는 방식으로 이용자들의 총 빔이용시간을 산출하 다.

   이와 같은 컨조인트분석과 시스템동학기법의 결합에 의한 측정 외에도 CVM에 

의한 총 경제적 가치를 별도로 구하여 상호 비교하 다. 그 이유는 동일한 평가대

상에 대하여 상이한 기법을 적용하 을 때 도출되는 결과 값들을 상호 비교하여 평

가결과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이다. 

   시스템동학(System dynamics)이란 동태적이고 순환적 인과관계의 시각으로

(dynamic feedback perspective) 현상을 이해하고 설명하거나, 이러한 이해에 기초

한 컴퓨터 모델을 구축하여 복잡한 인과관계로 구성된 현상이 어떻게 동태적으로 

변해 나가는지를 컴퓨터상에서 실험해 보는 방법론이자 현상을 바라보는 준거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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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mework)이다10). 시스템동학은 사실적 사고(operational thinking)에 초점을 둔다. 

이 사실적 사고란 변화가 실제적으로 어떻게 해서 일어나고 있는지 변화의 과정에 

연구의 초점을 맞추는 사고이다11).  

   과거 데이터에 대한 통계에 기반을 둔 계량경제학과 인과 관계에 대한 종합적 

사고력에 기반한 시스템동학은 상호 대립적이기 보다는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 통계적인 추정이 단기적으로 유효하다면 동태적인 체계이론은 장기적인 변수

의 동태적인 변화를 예측하고 그 원인을 설명하는 데 효과적이다. 또, 통계적인 검

증을 거친 파라미터를 동태적 체계모형의 파라미터로 사용함으로써 통계적인 접근

이나 동태적 체계모형 어느 한 방법에 의할 때 해결하기 곤란한 중기적인 변수의 

행태를 예측하고 설명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빔 이용자수를 구하기 위해 이용자수 증가에 향을 미치는 요인

들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하여 변수들 간의 피드백 관계를 설정하는  Stock & Flow 

diagram을 작성하 다. Stcok & Flow Diagram에서 각 변수들 간의 수리적 관계를 

나타내주는 방정식(equation)과 상수 값은 과거 실제 자료를 기초로 작성하 다. 이

렇게 수리적으로 구축된 모델을 바탕으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미래 빔 이용자수

에 대한 추정치를 도출하 다. 

   시뮬레이션 소프트웨어는 Powersim Studio 2005를 이용하 다. 아울러, 이용자

수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종료되면 1인당 경제적 가치를 자동으로 곱하여 총 경제적 

가치를 도출할 수 있도록 시뮬레이션 모델을 구축하 다.

   <그림 9>는 최종적으로 구축된 Stock & Flow Diagram이다. diagram의 하단은 

이용자수의 추정을 위한 부분이며 상단은 추정된 이용자수에 1인당 경제적 가치를 

곱해주어 사업전체의 총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부분이다. Diagram 우측 하단에 

있는 모방효과와 혁신효과는 본 사업에 의한 빔이용자의 증가를 나타내는 확산효과

를 반 하기 위하여 구성한 것이다. Stock & Flow Diagram에서 변수 및 상수간의 

구체적인 관계식(equation)목록은 제4장 3절에서 서술하 다.

10) 문태훈, 시스템다이나믹스의 발전과 방법론적 위상, 한국시스템다이나믹스연구 제3권 제
1호, p. 63, 2002. 5.

11) 김도훈, 문태훈, 김동환, 시스템 다이나믹스, 1999, 대 문화사.

12) Meadows. Donella H. 1980. "The Unavoidable A Priori." In Jorgen Randers. (ed.) 
1980. Elements of the System Dynamics Method. Massachusetts, The MIT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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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 수의 추정은 크게 <그림 10>과 같이 세 단계를 거쳐서 추정된다. 

   먼저 기본적 빔이용수요(이하 기본수요)를 추정한다. 이는 본 양성자기반공학기

술개발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전 세계 및 국내의 양성자 빔 이용자 수를 의미하

는 것으로서, 본 논문에서는 특허추세 분석을 통해 추정한다. 

   한편, 확산효과는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 의하여 

기본적 빔이용수요 이외에 추가적인 빔 이용자가 발생하는 효과를 의미한다. 기본

적 빔이용수요에 이러한 확산효과를 고려하면 확장된 빔이용수요(이하 확장수요)를 

추정할 수 있다. 기본 수요와 확장수요 중 학계는 국내 이용자에 한정하여 2003년 

사업단 출범이후부터 2005년까지의 실제 빔 이용자수를 바탕으로 향후 추세를 분석

하여 도출하 으며, 산업계와 연구계의 이용자수 예측은 국내와 해외 이용자로 각

각 나누어 분석하 다. 국내이용자의 경우 2001년 양성자가속기 빔 수요조사에 의

하여 산출한 본 시설에 대한 이용자수를 바탕으로 향후 이용추세를 추정하여 산정

<그림 9> 양성자가속기시설 이용자 수 시뮬레이션을 위한 
Stock & Flow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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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이며, 가속기시설의 완공 이후 일정기간이 지나면 해외의 양성자 빔이용 수요 

중 일부도 본 시설의 이용자로 흡수한다는 가정 하에서 측정하 다. 다만, 해외 이

용자수를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해외 빔이용 수요 중 본 시설을 이용하는 비

율을 가능한 낮게 설정하 다. 

<그림 10> 빔이용자수의 단계별 추정 과정 

<Step 1>
기본적 

빔이용수요의 추정
  

<Step 2>
확산효과의 고려

(혁신효과, 모방효과)
  

<Step 3>
확장된

빔이용수요의 추정

2. 이용자수의 추정(기본수요)

   기본수요는 본 양성자가속기의 이용 활성화로 인해 발생하는 확산효과를 고려하

지 않은 양성자 빔 이용자수를 의미한다. 즉, 본 사업 출범이후 시간이 경과됨에 따

라 양성자가속기 관련 연구의 활성화로 인해 유관 기관이나 연구진들에게 양성자가

속기 관련 연구의 확산이 일어나는 현상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서, 본 시설의 완

공이나 이용의 활성화에 관계없이 세계적인 연구흐름이나 기술추세를 쫓아 발생하

는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수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기본수요의 정의에 따라, 미래의 

확산효과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현재까지의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추세만을 근거로 

하여 기본수요를 추정하 다.

   기본수요의 추정은 산업계와 연구계 이용자를 하나로 묶어서 추정하고 학계 이

용자는 별도로 추정한다. 그 이유는 두 그룹이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는 목적이 상

이하기 때문이다. 본 경제성 분석에서는 연구계와 산업계 이용자를 주로 제품의 대

량 생산을 위한 신기술의 개발 용도로 본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는 집단으로 정의

하고, 학계는 주목적이 학술용 기초실험 및 교육용으로 이용하는 집단으로 정의한

다. 따라서 연구계와 산업계는 신기술 개발을 대표할 수 있는 자료인 특허등록 추

세에 비례하여 이용자가 증가되는 것으로 가정하고, 학계는 2001년 빔 수요조사13)

와 2002년 본 사업 출범이후 실제 이용자수에 기초한 향후 잠재적 이용자수 범위 

13) 김계령 外,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및 빔 수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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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서 연도별로 이용자의 추이만을 추정하 다. 

가. 산업계와 연구계의 기본수요

   먼저, 양성자가속기 및 양성자 빔관련 특허추세분석을 실시하 다. <그림 11>과 

같이 WIPS(Worldwide Information Patent System)에 의하여 2005년까지의 양성자

가속기 관련 특허의 검색을 한 뒤 <그림 12>처럼 PMManager 프로그램으로 중복 

및 오류 데이터의 filtering 작업을 하 다. 그 후, Excel프로그램에 입력하여 향후 

2030년 까지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 다. 현재까지 양성자 빔 또는 양성자 가속기 

관련 특허 등록의 현황은 <표 19>와 같으며, 이를 바탕으로 2030년까지의 특허 추

세를 <그림 13> 및 <그림 14>, <표 20> 및 <표 21>과 같이 예측하 다.

<그림 11> 양성자가속기 관련 특허검색 

(WIPS 이용) 

<그림 12> PMManager를 이용한 특허 

정보 데이터의 중복 방지(Filtering) 

<표 19> 양성자가속기관련 특허출원 국가별 특허 등록 건수

특허출원 

국가
검색 식 (WIPS)

특허 등록 건수

(filtering 後)
검색기간

한국
양성자 and 가속기, 양성자 and 빔, 양성자빔, 이온 
and 빔, 이온빔, ion and beam, proton and beam, 
ion and implanter

1,012개 1984∼2005

미국
ion and beam, ion and implanter, proton and 
accelerator, proton and beam

4,234개 1973∼2005

일본
ion and beam, ion and implanter, proton and 
accelerator, proton and beam

11,846개 1975∼2005

중국 ion and beam, ion and implanter, proton and beam 163개 1985∼2005

유럽
ion and beam, ion and implanter, proton and 
accelerator, proton and beam

1,113개 1978∼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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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국내 특허 추세 분석 

국내 특허 추세 분석

y = 44.025Ln(x) - 12.717

R2 = 0.8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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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 국내 특허 추세 분석

연도
특허

등록 수
연도

특허
등록 수

1984 2 2008 117 

1985 3 2009 119 

1986 4 2010 121 

1987 9 2011 123 

1988 11 2012 125 

1989 8 2013 127 

1990 13 2014 129 

1991 8 2015 131 

1992 23 2016 132 

1993 19 2017 134 

1994 47 2018 136 

1995 65 2019 137 

1996 72 2020 138 

1997 104 2021 140 

1998 98 2022 141 

1999 93 2023 143 

2000 86 2024 144 

2001 104 2025 145 

2002 91 2026 146 

2003 108 2027 147 

2004 107 2028 149 

2005 109 2029 150 

2006 112 2030 151 

2007 115 - -

<표 21> 전 세계 특허 추세 분석(한국제외)

연도
특허

등록 수
연도

특허
등록 수

1987 1,059 2009 503 

1988 1,007 2010 495 

1989 972 2011 486 

1990 976 2012 478 

1991 832 2013 471 

1992 840 2014 463 

1993 760 2015 456 

1994 621 2016 449 

1995 594 2017 442 

1996 662 2018 436 

1997 664 2019 430 

1998 627 2020 424 

1999 592 2021 418 

2000 612 2022 412 

2001 644 2023 406 

2002 602 2024 401 

2003 525 2025 396 

2004 553 2026 390 

2005 542 2027 385 

2006 532 2028 380 

2007 522 2029 376 

2008 512 2030 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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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전 세계 특허 추세 분석(한국 제외) 

전세계 특허 추세 분석(한국제외)

y = -203.77Ln(x) + 1142.1

R2 = 0.88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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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등록 추세에 대한 2030년까지의 예측이 완료된 후, 특허 한 개당 이용자수

를 얼마나 유발시키는지를 나타내는 특허 단위당 가속기 이용자 유발계수를 추정하

다. 특허 단위당 가속기 이용자 유발계수는 2001년 실시한 빔이용 수요조사14)에 

나타난 국내 빔이용 희망자수 1,043명과 2001년 이전 5개년도 동안의 국내 특허등

록 수 합계와의 비율로 정의하 다. 이렇게 설정한 이유는 산업계의 빔이용 수요가 

신기술의 출현에 비례한다고 보고, 신기술의 출현을 나타내는 대용치표로서 특허등

록수를 활용하 기 때문이다. 또한, 과거 5개년도의 특허로만 제한한 이유는 출원 

후 5년을 초과하면 신기술로서 의미를 상실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편, 빔이용 수요조사에 집계된 1,043명에는 <그림 15>와 같이 학계 연구자 

306명이 포함되어 있으나15) 이를 구분하지 않고 1,043명 전체를 산업계 이용자로 

이용하 다. 그 이유는 첫째, 학계 이용자의 구성 비율이 크지 않으므로 논의의 단

순화를 위해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둘째, 조사된 산업계 및 연구계의 빔이용 희망

자가 국내 산업계 빔 이용희망자들을 모두 집계 하 다기 보다는 대표적인 기관만

을 대상으로 조사된 것이므로 더 많은 이용 희망자가 있을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

14) 김계령 外,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및 빔 수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 2001.

15) 의료계는 학계에 포함시켰다. 따라서 학계는 대학 205명과 의료계 56명의 합계인 306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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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1,043명 전체를 산업계 이용자수로 추정하여 활용하 다.  

<그림 15> 빔이용 수요조사 결과

      (총 145개 업체 및 기관 1043명)

<그림 16> 이용 분야별 수요조사 결과

   분석 결과 특허단위당 가속기 이용자 유발계수는 <표 22>와 같이 ‘2.14 명/특허’

로 분석 되었다. 이 수치는 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므로 미래 수요예측 시뮬레이션

을 위해서는 고정된 상수 값이 아닌 평균과 분산을 가지는 범위 값으로 입력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뮬레이션 모델에 입력시에는 평균을 2.14명으로 하고 표준편차는 2

명인 정규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가정하여 입력하 다. 단, 분포에서 음수는 없으므

로 0이상이 되도록 truncate normal distribution을 적용하 다.

   또한, 특허등록이후 당해 기술에 의한 산업적 활용은 3년 정도의 시간적 지연

(time delay)이 있은 후에 개시된다고 가정하고, 시뮬레이션 모델 구축 시 특허등록

연도와 그로 인한 빔 이용자 발생연도가 3년의 지연이 생기도록 반 하 다.16)

<표 22> 특허등록 단위당 가속기 이용자 유발계수 

연 도 국내 특허등록 수

1997 104

1998 98

1999 93

2000 86

2001 104

① 계 485

② 가속기이용 희망자
*

1,043

특허등록 단위당 가속기 이용자 유발 계수 (①/②) 2.14

 

                                           *실제 빔 이용 희망자임17)

16) <표 28> equation list에서 ‘특허빔이용 지연기간’ 참조

17) 김계령 外,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및 빔 수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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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양성자가속기 이용수요는 본 가속기 시설이 모두 흡수하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해외이용자의 경우 본 가속기를 이용하려는 이용자는 전체 수요 중 0∼1.5%

에 해당할 것으로 가정하 다. 이는 미래에 대한 추정이므로 가장 보수적인 상황을 

가정하여 해외이용자의 이용률을 낮게 평가한 것이다.

   따라서, 해외 이용자들은 본 가속기의 완공 시점인 2012년 및 그 이듬해인 2013

년까지는 해외 이용자는 본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 으며, 완공 후 

10년이 지나는 시점에 이르러서 전 세계 수요의 1% 정도가 본 시설을 이용하고 그 

후 최대 1.5%정도까지 이용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하 다. 

   그 이유는 앞서 <그림 6>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재 전 세계에서 건설 중이거

나 계획 중인 100MeV 20mA급 전후의 해외 양성자가속기는 8개 정도이고 향후 

1∼2개 정도가 더 건설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총 10개가 될 것이다. 

   따라서 산술적으로는 세계수요의 10%를 처리할 수 있으나 지리적 격리성과 시

설마다의 빔 사양의 차이 및 기타의 불확실성을 고려하여 10%의 1/10 수준인 1%

를 본 양성자가속기시설의 해외 빔 수요 평균 점유율로 설정한 것이다. 

   다만, 평균 점유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0.5%의 편차가 발생하도록 하 다. 즉, 

시설완공 시점인 2012년 이후 5년 동안은 0.5%, 다시 5년 뒤인 2022년 까지는 평균 

점유율인 1%, 그리고 그 이후는 1.5%가 되는 것으로 설정하여 5년 단위로 0.5%씩 

완만하게 점유율이 증가하도록 하 다.  

   국내와 해외의 특허추세를 분석하여 <표 23>와 같이 본 시설에 대한 기본수요

를 유발시킬 것으로 기대되는 연도별 특허등록 수를 추정하 다. 시뮬레이션에서는 

이 수치에 특허 단위당 가속기 이용자 유발계수를 곱하여 연도별 기본수요(이용자

수)를 산출하 다. 

기술개발사업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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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산업계 및 연구계의 양성자가속기관련 특허추세 (본 가속기 이용관련)

연도

해외 국내

③ 본 시설에 
대한 기본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특허 
합계 (=①+②)

해외
특허등록 수

① 본 시설에 대한
기본수요를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되는  
해외 특허 수

(해외 특허 등록 수의 
0∼1.5%

*
)

② 국내
특허등록 수

2006 532 0 264 264 

2007 522 0 263 263 

2008 512 0 262 262 

2009 503 0 261 261 

2010 495 0 260 260 

2011 486 0 260 260 

2012 478 0 259 259 

2013 471 2 258 261 

2014 463 2 258 260 

2015 456 2 257 259 

2016 449 2 256 258 

2017 442 2 255 258 

2018 436 4 255 259 

2019 430 4 254 258 

2020 424 4 254 258 

2021 418 4 253 257 

2022 412 4 252 256 

2023 406 6 252 258 

2024 401 6 251 257 

2025 396 6 251 257 

2026 390 6 250 256 

2027 385 6 249 255 

2028 380 6 249 255 

2029 376 6 248 254 

2030 371 6 248 253 

                                  * 0% : 2013년 까지, 0.5% : 2017년 까지

                                    1% : 2022년 까지, 1.5% : 2030년 까지             

나. 학계의 기본수요

   2005년도에는 학계에서 21명이 본 사업단을 통해 타 기관의 양성자가속기 또는 

본 사업단의 소규모 가속기를 실제 이용하 다. 이 이용자들의 구성을 보면 학계 

이용자가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연구계와 일부 산업계 이용자가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본 시설이 완공되기 이전이며 사업 초기 단계이므로 대량생산을 위한 산업화 

기술개발에는 아직 이용이 활성화 되지 않은 결과이다.  대부분 기초실험이나 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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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개발을 위한 기초실험적 성격이 강하므로 학술적 성격의 이용자라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논의의 단순화를 위해 사업출범이후 2005년까지의 본 사업단을 통해 빔  

이용을 한 이용자들을 모두 학계 이용자로 간주하고 학계 이용자수의 향후 추세 분

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 다. 

  학계 이용자를 특허추세분석에 의하지 않고 실제 이용자수를 바탕으로 잠재적 이

용자수 범위 내에서 연도별 발생자만 추정한 이유는 학술용 기초실험 및 교육용 빔

이용 특성상 잠재적 이용자수가 장기적으로 안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업용 기술개발 

추세에 따라 급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가속기 완공 후 실제 운  첫

해인 2013년에는 306명18)에 이를 것으로 파악되었다. 306명은 2001년에 파악된 빔

이용희망자이므로 2013년경에는 수요가 더 증가되어 있을 것이다. 반면, 이용희망자

가 2013년에 모두 빔을 이용하기 보다는 각각 빔 이용연도가 상이할 것이다. 이러

한 상반된 효과가 서로 상쇄된다고 보고 2013년에 학계 수요는 306명으로 설정한 

것이다. 

   한편, 본 시설에 대한 학계의 누적이용자수는 21명이 빔을 이용한 2005년부터 

306명이 빔을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2013년까지 연평균 증가율인 ‘35명/연’에 따

라 2030년까지 10,472명에 이를 것으로 가정한다. 위와 같이 가정한 10,472명의 잠

재적 이용자, 즉, 누적 이용자의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이용자 수를 추정하 다. 첨

단시설의 도입에 따른 연간 이용자의 증가추세는 선형증가에 의하지 않고 일반적으

로 많이 이용되는 배스(Bass)의 확산모형에 따라 발생하므로 이 모형을 만족하도록 

연간 이용자수를 추정하 다. 모형수립시의 가정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가정 1 : 잠재적 이용자수(누적 빔이용자수) : 10,472명

   ‣가정 2 : 잠재적 이용자수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이용자수는 베스의 확산 모

형을 따름

   ‣가정 3 : 분석 대상기간의 첫 해인 2005년도 이용자수는 21명. 시설 완공 후 

첫 해인 2013년도 이용자수는 306명.

   ‣가정 4 : 이용자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연도에는 시설 완공 후 첫해 이용자의 

18) 김계령 外,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및 빔 수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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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배 수준인 712명의 이용자 발생.

   배스의 확산모형은 아래와 같다. 이 산식을 이용하여 상기 가정을 만족시키는 

각 연도의 이용자 수를 구하 다. 

   Bass(1969) 확산 모형

S t= p(m-Y t-1)+
q
m
Y t-1(m-Y t-1)

 St: 시점 t의 수요

Yt: 시점 t 직전까지의 누적수요

 p: 혁신계수

 q: 모방계수

m: 잠재적 수요 (누적 이용자수)

 

   배스의 확산 모형은 그 특성을 결정짓는 것은 p값과 q값이다. 따라서 배스의 확

산모형에 따르는 각 연도별 이용자수를 구하기 위해서 현재 추정한 2005년 및 2013

년의 이용자수 306명과 연간 최대 이용자수 712명을 입력하고 누적 이용자수가 잠

재적 이용자수인 10,472명에 근접하도록 시행착오법(trial and error method)에 p값

과 q값을 추정하 다. 시행착오법에 이용된 방법론은 유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이다. 즉, 유전 알고리즘이 가지고 있는 확률적인 특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역을 탐색함으로써 현재이용자수, 2013년의 이용자수, 최고 이용자 수, 잠재적 이

용자수 등 을 만족하는 p, q값에 대한 전역 최적해 탐색하고자 한 것이다. 

   유전 알고리즘의 수행 과정은 초기 해집단 생성, 룰렛 휠 방식을 이용한 선택

(selection) 과정, 유전알고리즘의 해집단에 대해 교배 및 돌연변이를 수행 과정을 

수행한다. 이때 부모 해집단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는 유전알고리즘의 다음

세대 해집단에 복제하는 엘리티즘(elitism)을 사용하 다. 즉 유전 알고리즘의 주요 

과정은 초기화, 평가 및 복제, 교배 및 돌연변이 연산, 엘리티즘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각각의 특징은 아래와 같다.

   ‣초기 해집단 생성 : 주어진 문제의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임의로 각 스트링을 

생성하여 초기 해집단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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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 및 복제 : 각 스트링을 평가하기 위해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적합도 함

수는 목적함수가 최소가 되면 적합도가 최대가 되도록 선정하 다. 복제방법

은 적합도가 높은 해가 다음 세대에 많이 선택되도록 적합도에 비례하여 복제

하는 루울렛 휠을 사용하 다. 

   ‣유전알고리즘 연산 : 본 연구에서는 실행시간이 단축되고 수학적 기법이 첨가

될 수 있는 실변수형 유전알고리즘을 이용하 으며, 교배 및 돌연변이 방법으

로 단순교배와 균일 돌연변이를 사용하 다. 

변경된 단순교배 방법은 부모 해집단에서 두 개의 스트링을 임의로 선택하여 

식 (1) 및 식 (2)와 같이 자손 해집단을 생성하는 방식이다. t 세대에서 두 개

의 스트링 Stv=[v 1,…,v k,…,vN]와  Stw=[w 1,…,wk,…,wN]를 임의로 선택하 을 때, k 

번째 변수의 위치에서 교배가 발생했다면 t+1 세대의 자손은 식 (1) 및 식 (2)

에 나타내었다.

          < 교배 전 >                        < 교배 후 >

      Stv=[v 1,… ,v k,…,vN ]                St+1v =[v 1,…, v
'
k,v

'
k+1 ,…v

'
N ]              (1)

      Stw=[w 1,… wk,…,wN ]                St+1w =[w 1,…, w
'
k,w

'
k+1 ,…w

'
N ]             (2)

               ▲ 

            교배위치

 

          여기서, v'j =  α1×v j + α2×wj

          w'j =  α1×wj + α2×v j

           α1,α 2  : 0과 1사이의 임의의 수

          v j,w j  : 각 변수의 상한치와 하한치사이의 값

                  N : 각 스트링을 구성하는 변수의 개수

   ‣엘리티즘 : 본 연구에서는 전체 해집단에서 적합도가 가장 높은 개체를 다음 

세대의 해집단에 하나씩 복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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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유전 알고리즘의 흐름도(flow chart)는 <그림 17>와 같다.

<그림 17> The flowchart of the proposed 
Adaptive Evolutionary Algorithm 

   상기 유전 알고리즘을 C++로 구현한 소스 코드는 아래와 같다. 이를 통해 p, q

의 근사치를 구하 다. 

#include <time.h>
#include <fstream.h>
#include "aec.h"

double GraphEvaluation(double *x);

void main()
{

CAEC AEC;
AEC.PSIZE = 40;
double x[NVARS];
AEC.SumFitness = 0.;
AEC.SetParam();
AEC.Initialize();

for(i=0;i<AEC.PSIZE;i++){
for(int j=0;j<NVARS;j++) x[j] = AEC.Pop[i].StringEC[j];
AEC.Pop[i].Fitness = GraphEvaluation(x);
AEC.Pop[i].Fitness = AEC.Alpha/(AEC.Beta+AEC.Pop[i].Fitness);
AEC.SumFitness += AEC.Pop[i].Fitness;

}

AEC.Evaluation(); //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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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C.unimproved = 0;

for(AEC.gen=0;AEC.gen<=AEC.MaxGen.;AEC.gen++){
AEC.Selection(); // 복제 연산
AEC.Crossover(); // 교배 연산
AEC.Mutation(); // 돌연변이 연산
AEC.SumFitness = 0.;
for(i=0;i<AEC.PSIZE;i++){

for(int j=0;j<NVARS;j++) x[j] = AEC.Pop[i].StringEC[j];
AEC.Pop[i].Fitness = GraphEvaluation(x);
AEC.Pop[i].Fitness =                                         

                        AEC.Alpha/(AEC.Beta+AEC.Pop[i].Fitness);
AEC.SumFitness += AEC.Pop[i].Fitness;

}

AEC.Evaluation();  // 평가
}

}

        double GraphEvaluation(double *x){
double res;

res = 1;

double m, p, q, t2013;
double y, s;
double Max, LSum;
ofstream data;

data.open("data.txt");

m =10000.;
p = x[0]/10000.;
q = x[1]/1000.;
Max = -1;
y = 21;

for(int i=0;i<25;i++){
s = p*(m-y)+q/m*y*(m-y);

if(s>Max) Max = s;

if((i+2005)==2012) t2013 = s;

y = s+y;
}

LSum = y;
res = (fabs)(Max-712.)/712. + (fabs)(LSum-10000)/10000.*4.5 + 

        (fabs)(t2013-306)/306.*5.;

return 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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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유전알고리즘에 의해 도출된 p 와 q의 근사치는 아래와 같다.

p = 0.00456641

q = 0.276721

   이를 베스의 확산모형에 입력하여 각 년도 학계 빔이용 기본수요(이용자수)를 

산출하 다. 이를 위한 C++로 구현한 코드는 아래와 같다.

#include <iostream.h>

#include <conio.h>

void main(){
double m, p, q;
double y, s;
//double t2013;
//double Max, LSum;

m =10000.;
p = 0.00456641;
q = 0.276721;
Max = -1;
y = 21;

for(int i=0;i<25;i++){
//data<<(i+2005)<<" "<<y<<' ';
s = p*(m-y)+q/m*y*(m-y);
//if(s>Max) Max = s;
//if((i+2005)==2013) t2013 = s;
//cout<<(i+2005)<<" : s = "<<s<<" y = "<<y<<endl;
//data<<s<<endl;
y = s+y;

}

//LSum = y;
//cout<<"Max = "<<Max<<" sum = "<<LSum<<", 2013 = "<<t2013<<endl;
//data<<"Max(712) = "<<Max<<" sum(10000) = "<<LSum<<", 2013(:306) = 

"<<t2013<<endl;
}

   상기 코드에 의해 도출된 각 연도 학계 이용자수는 아래 <표 24>과 같다.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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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연도별 학계 이용자수는 베스의 확산모형을 만족하는 추정치이다. 본 모형 추정 

시 처음에 가정한 2005년도 이용자 21명, 시설 완공 후 첫 해인 2013년에 306명, 최

대 이용자수는 712명을 각각 만족하면서 2030년까지 누적 사용자인 잠재적 이용자

수는 9,605명으로서 목표한 10,472명에 91.7% 수준으로 근접하 다. 

<표 24> 학계 이용자수(기본수요) 추정결과

연도

학계

이용자수

(명)

연도

학계

이용자수

(명)

2005 21 2018 639 

2006 66 2019 686 

2007 83 2020 712 

2008 105 2021 712 

2009 132 2022 683 

2010 164 2023 630 

2011 204 2024 559 

2012 251 2025 477 

2013 306 2026 393 

2014 368 2027 315 

2015 436 2028 247 

2016 507 2029 189 

2017 577 2030 143 

    * 기본수요 합계(잠재적 이용자수) : 9,605명

   상기 <표 24>의 데이터는 시뮬레이션 모델에서 학계 이용자수에 대한 입력 데

이터로 반 된다. 이를 시뮬레이션 모델에 다시 입력하는 이유는 상기 이용자수가 

기본적 수요에 국한 된 것이므로, 본 가속기 시설의 완공 후 이를 통한 확산효과를 

반 한 확장수요를 도출하기 위해서 이다.

3. 이용자수의 추정(확장수요) 

   기본적 빔 이용수요를 바탕으로 여기에 확산효과를 고려하여 시뮬레이션을 하여 

확장된 빔이용수요의 추정을 실시한다. 시뮬레이션이 필요한 이유는 미래의 확산효

과와 기본적 빔이용수요는 현재까지는 실제 데이터에 기초한 역사적 자료이지만, 

미래에 대한 추정을 할 경우 한 가지 값으로 고정된 상수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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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각의 변동 가능한 상수와 변수들을 일정의 범위 내에서 특정 분포를 갖는 

확률 값으로 설정하고 각각의 함수관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

지를 파악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다.  

가. 시뮬레이션 변수의 설정

   본 모델에서 시뮬레이션의 시간의 기본단위는 월로 표시하고  시작 시점은 2005

년 12월 31일이 된다. 매 연도 말로 설정한 것은 연간합계를 집계하기 위해서이다. 

시뮬레이션 종료를 나타내는 기간은 2030년 12월 31일이다.19) 가속기 완공 이전 기

간인 2005년부터 2012년까지도 시뮬레이션 기간에 반 한 이유는 가속기 완성시점

이전에도 본 사업단은 국내외 타 양성자가속기 시설에 대한 빔이용 서비스를 대행

하고 사업단내의 소규모 가속기에 의한 기술개발업무를 계속 실시하므로 이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반 하기 위해서 이다. 또한 2012년 가속기 완공이후 2030년까지  

시뮬레이션을 하는 이유는 일반적인 가속기 시설의 평균 수명을 고려한 기간이다. 

단, 이 기간 동안에 시설 사양의 증설은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추후 1 Gev 규모 

확장 등에 따른 경제적 가치는 본 시뮬레이션에 반 하지 않았다. 

1) 확산계수의 설정

   기본수요를 바탕으로 확장수요를 구하기 위해서는 확산계수의 설정이 핵심이다. 

   확산계수는 신제품이 시장으로 확산되는 속도를 묘사할 때 주로 사용되는 전형

적인 배스의 확산 모형에서 착안하여 두 가지 종류의 확산을 적용하 다. 그 하나

는 신제품이 출시된 초장기처럼 광고 등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혁신적 사

고를 갖는 사람들이 구매하여 사용자가 되는 혁신에 의한 전파이고, 또 다른 하나

는 다른 사람들이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서 제품에 대해 확신을 갖고 제품을 

구매하는 모방에 의한 전파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 가속기 시설의 이용자가 증

가되는 과정도 이러한 신제품의 확산과 유사한 양상을 가진다고 본다. 따라서 본 

19) 연도가 1월 1일로 표기되었으나 Powesim 프로그램 특성상 실제로는 12월 31일

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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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에서 이용한 확산계수는 <표 25>와 같이 모방계수와 혁신계수이다. 

<표 25> 확산 계수의 종류와 정의

확산계수 명 정   의

 모방 계수

   

  모방효과에 의해 성과물(논문, 특허 등) 1개당 기존 이용자수를 직

전년도 대비 몇 % 증가시키는지 그 비율

 혁신 계수

 

  혁신효과에 의해 신문보도 및 각종 설명회, 발표회 1개당 기존 이용

자를 직전년도 대비 몇 % 증가시키는지 그 비율

   각각의 확산 계수의 값은 실제 과거 데이터를 바탕으로 설정을 하 으므로 임의

적인 값을 시뮬레이션에 대입하는 것을 지양하고자 하 다. <표 27>과 같이 2003년

부터 2005년까지의 본 사업단 실제 데이터를 기반으로 모방계수와 혁신계수를 도출

하 다. <표 27>에서 중요한 것은 신규 이용자의 증가 수와 직전연도 성과물과 홍

보의 수이다. 즉, 직전연도 성과물이나 홍보의 개수에 따라 다음연도 신규이용자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용자가 한 가지 연구의 주제 또는 한 종류의 제품생산을 위해 본 시설을 이용

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단순화 시켰다. 실제로는 1년 이상일 수도 있고 1년 이하 

일 수 있으나 모형의 단순화와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이용기간을 1년 이내로 설정

하 다. 따라서 신규이용자는 1년의 이용기간을 마치고 다음연도에는 더 이상 이용

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정하 다. 다만, 연구 주제가 바뀌거

나 생산 제품의 종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같은 이용자라 하더라도 신규이용자로 

간주한다. 그 이유는 연구의 주제 및 생산품목이 바뀌면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가치

가 새롭게 창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시설 이용자라 하더라도 신규이용자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1년 이내의 빔 이용기간 동안 실제로 빔을 이용하는 일수는 이용자마

다 다를 것이므로 이를 평균한 연간 이용자당 평균 빔이용일수를 시뮬레이션에 설

정하 다. 본 가치평가 모델이 이용시간에 따라 시설에 대한 이용가치 및 총 경제

적가치가 결정되므로 연간 이용자당 평균 빔이용일수는 매우 중요한 변수이다. 따

라서 이 변수의 범위 설정은 사업출범이후 2005년까지의 본 사업단을 통한 실제 빔 

이용실태에 기초하여 설정하 다. 과거 빔이용 통계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하

루 8시간 사용을 기준으로 1일∼10일 이내로 빔을 이용하 음을 파악하 다.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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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현재 시점은 본 사업이 가속기완공이전의 단계로서 양성자 빔이용이 사업단내 

소규모 가속기와 타 기관의 가속기를 이용하여 소규모 실험이 행해지는 빔이용 초

기단계이므로, 향후 학계와 연구계의 빔이용이 활성화 되는 것과 시설의 완공 후 

본격적인 산업기반시설로의 활용까지도 고려한다면 향후 이용자들의 연간 빔이용시

간은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 연간 이용자당 평균 빔이용일수는 1일∼

150일의 범위 내에서 발생할 것으로 본다. 

   연간 이용자당 평균 빔이용일수의 최고값을 150일로 설정한 것은 국내 유사 시

설인 포항가속기연구소(PAL)의 2005년도 이용가능일수가 연간 최대 190일인 점을 

감안하여 설정한 것이다.20) PAL은 시설의 유지보수 등으로 인해 365일 중에서 190

일이 이용자들이 빔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가능일수 190일은 가속기가 연간 

최대 190일까지 이용가능하다는 것 일뿐, 모든 사용자들이 190일 동안 계속 빔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반면 PAL과는 달리 본 시설은 산업적 

대량생산에 활용될 목적으로 건설될 시설이므로,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한 

한 해 동안 지속적으로 빔을 이용하는 경우도 발생할 것이다. 따라서 연간 이용자

당 평균 빔이용일수가 최대 190일에 이를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생산제품의 변경

이나 공정개선, 생산 재고의 발생 등으로 인한 생산 운휴 기간을 40일로 간주하여 

이를 차감한 150일을 최대값으로 설정하 다. 

   한편, 연간 이용자 평균 빔이용일수의 최소값은 본 시설의 빔 이용자들이 모두 

하루만 빔을 이용했을 경우에 해당되므로 이므로 1일로 설정하 다. 이러한 최소값

과 최대값을 반 하여 시뮬레이션 수행시 평균 빔이용일수는 1일∼150일의 범위 내

에서 각 실행(run)때 마다 임의로(random) 선택되도록 하 다. 

   이용자 평균 빔이용일수에 대한 설정을 요약하면 아래 <표 26>과 같다.

<표 26> 이용자당 평균 빔이용일수의 설정

본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연간 이용자당 평균 빔이용일수 
참고

최소값 최대값 시뮬레이션

1일 150일
 1일∼150일의 범위 내에서 각 실행
(run)때 마다 임의로 (random) 선택

 포항가속기연구소(PAL)의 연간 
최대 빔이용가능일수는 190일 
(2005년 기준)

20) http://pal.postech.ac.kr/kor/user/schedule.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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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모방계수와 혁신계수

(단위 : 명)

실제 빔 이용자수

2002 2003 2004
2005

*

(추정)
계

연평균

(2003~2005)
표준편차

이용자
총계

본 사업단내 
이온주입기
이용 서비스

20 15 22 0 57

원자력의학원 
가속기

이용 서비스
28 34 62

③이용자 총계 20 15 50 34 119

신규
이용
자

①성과물에 의한 
증가

   (80%가정)
8.8 9.6 2.4 20.8

②홍보에 의한 
증가

   (20%가정)
2.2 2.4 0.6 5.2

신규 이용자 증가
총계

11 12 3 26

직전
연도성
과물
개수

(가)
 직전연도       

성과물(논문) 개수
21 138 70 229 76.3 48.0 

이용자 
1인당 성과물

**
 

1.05 9.2 1.4 3.9 3.8

직전
연도
홍보
개수

 직전연도 
신문사 보도 횟수

 12 107 18 137

직전연도 설명회 
및 각종 발표    

(월 1회)
0 12 12 12 36

(나) 
직전연도 

홍보 개수 총계
24 119 30 173 57.7 43.4 

확산
계수
추정

모방계수
(①/가) / ③

2.095238% 0.463768% 0.068571% 0.875859% 0.877196%

혁신계수
(②/나) /③

0.458333% 0.134454% 0.040000% 0.210929% 0.179141%

직전연도 대비 

신규 이용자 증가율
2.553571% 0.598222% 0.108571% 1.086788% 1.056260%

                      * 2005년 이용자수는 6월까지의 이용자수를 2배하여 추산한 것임.

                      ** (가) / (③ 직전연도의 이용자 총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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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계식(equation) 설정

   지금까지 서술한 각각의 변수에 대한 가정과 관계를 수식으로 나타나면 아래 

<표 28> 및 <표 29>와 같다. 본 관계식은 시뮬레이션을 위해 Powersim에 입력한 

코드 내용을 그대로 옮겨 적은 것이며, 앞서 제시한 <그림 9>의 Stock & Flow 

diagram에서 상호 연결된 각 변수들 간의 실질적인 관계식을 의미한다.

<표 28> Simulation equation list(1) 

Variable or Constant Dimension Unit Equation

연간 홍보가치 만원 '연간 1인당 홍보가치'*'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연간빔이용일수 RANDOM(1,150)

연간이용자수_ 연구계 명/년 '연간 산업계 및 연구계 이용자수'*0.3722

연간이용자수_산업계 명/년 '연간 산업계 및 연구계 이용자수'*0.6319

연간확장수요 명/년 '연간 기본수요'+'확산효과에 의한증가'

직전년도 1인당 성과물 5개 ☞ 확률 분포 설정은 <그림 18> 참조

직전년도 총홍보 50건 ☞ 확률 분포 설정은 <그림 18> 참조

초기 년도 이용자수 년 0<<명>>

특허 단위당 연간 
산업계 및 연구계 
신규 이용자수

년 2.14<<명/년>> ☞ 확률 분포 설정은 <그림 18> 
참조

특허 빔 지연기간 1..25 년 3<<년>>

특허 빔 지연기간 
변동치 년

IF(년수=2005, '특허 빔 지연기간'[1],
IF(년수=2006, '특허 빔 지연기간'[2],
IF(년수=2007, '특허 빔 지연기간'[3],
IF(년수=2008, '특허 빔 지연기간'[4],
IF(년수=2009, '특허 빔 지연기간'[5],
IF(년수=2010, '특허 빔 지연기간'[6],
IF(년수=2011, '특허 빔 지연기간'[7],
IF(년수=2012, '특허 빔 지연기간'[8],
IF(년수=2013, '특허 빔 지연기간'[9],
IF(년수=2014, '특허 빔 지연기간'[10],
IF(년수=2015, '특허 빔 지연기간'[11],
IF(년수=2016, '특허 빔 지연기간'[12],
IF(년수=2017, '특허 빔 지연기간'[13],
IF(년수=2018, '특허 빔 지연기간'[14],
IF(년수=2019, '특허 빔 지연기간'[15],
IF(년수=2020, '특허 빔 지연기간'[16],
IF(년수=2021, '특허 빔 지연기간'[17],
IF(년수=2022, '특허 빔 지연기간'[18],
IF(년수=2023, '특허 빔 지연기간'[19],
IF(년수=2024, '특허 빔 지연기간'[20],
IF(년수=2025, '특허 빔 지연기간'[21],
IF(년수=2026, '특허 빔 지연기간'[22],
IF(년수=2027, '특허 빔 지연기간'[23],
IF(년수=2028, '특허 빔 지연기간'[24],
IF(년수=2029, '특허 빔 지연기간'[25],'특허 빔 지
연기간'[1])))))))))))))))))))))))))

특허수
* 2005∼2030연도별 특허추세분석 데이터 입력   
    (Excel 파일로 Powersim에 입력) 

학계 이용자수 1..25 명/년 21<<명/년>> ☞ 21명은 초기 값임

혁신계수 년^-1 0.00210929<<명/명/년>>

혁신효과 년^-1 '직전년도 총홍보'*혁신계수

확산효과에 의한증가 명/년 (모방효과+혁신효과)*'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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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Simulation equation list(2) 

Variable or Constant Dimension Unit Equation

1인당 이용가치 만원 193<<만원>>

1인당 홍보가치 만원 296<<만원>>

1일 기준 이용시간 명^-1 8<<만원/만원/명>>

기술 소멸 이용자수 명/년
DELAYPPL('신규이용자수 변화',1<<년>>, 0<<명/
년>>)

년수 YEAR(TIME)

누적  이용가치 만원 '연간 1인당  이용가치'*'누적 빔 이용자수'

누적 빔 이용자수 명 RUNSUM('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누적 총 경제적 가치 만원 '누적  이용가치'+'누적 홍보가치'

누적 홍보가치 만원 '연간 1인당 홍보가치'*'누적 빔 이용자수'

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명 '초기 년도 이용자수'

모방계수 년^-1 0.00875859<<명/명/년>>

모방효과 년^-1 모방계수*'직전년도 1인당 성과물'

산업계의 특허 빔 이용 
지연기간

년 3<<년>>

연간 1인당  이용가치 만원/명 '1인당 이용가치'*'연간 이용시간'

연간 1인당 홍보가치 만원/명 '연간 이용시간'*'1인당 홍보가치'

연간 기본수요 명/년
(DELAYPPL(연간이용자수_산업계, '산업계의 특허 
빔 이용 지연기간')
+'연간이용자수_ 연구계'+'연간 학계 기본수요')

연간 산업계 및 연구계 
이용자수

명/년
'특허 단위당 연간 산업계 및 연구계 신규 이용자수
'*특허수

연간 이용가치 만원 '연간 1인당  이용가치'*'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연간 이용시간 명^-1 '1일 기준이용시간'*연간빔이용일수

연간 총 경제적 가치 만원 '연간 이용가치'+'연간 홍보가치'

연간 학계 기본수요 명/년

IF(년수=2005, '학계 이용자수'[1],
IF(년수=2006, '학계 이용자수'[2],
IF(년수=2007, '학계 이용자수'[3],
IF(년수=2008, '학계 이용자수'[4],
IF(년수=2009, '학계 이용자수'[5],
IF(년수=2010, '학계 이용자수'[6],
IF(년수=2011, '학계 이용자수'[7],
IF(년수=2012, '학계 이용자수'[8],
IF(년수=2013, '학계 이용자수'[9],
IF(년수=2014, '학계 이용자수'[10],
IF(년수=2015, '학계 이용자수'[11],
IF(년수=2016, '학계 이용자수'[12],
IF(년수=2017, '학계 이용자수'[13],
IF(년수=2018, '학계 이용자수'[14],
IF(년수=2019,'학계 이용자수'[15],
IF(년수=2020, '학계 이용자수'[16],
IF(년수=2021,'학계 이용자수'[17],
IF(년수=2022,'학계 이용자수'[18],
IF(년수=2023, '학계 이용자수'[19],
IF(년수=2024,'학계 이용자수'[20],
IF(년수=2025,'학계 이용자수'[21],
IF(년수=2026, '학계 이용자수'[22],
IF(년수=2027, '학계 이용자수'[23],
IF(년수=2028, '학계 이용자수'[24],
IF(년수=2029,'학계 이용자수'[25],'학계 이용자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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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서 혁신계수와 모방계수를 구했으므로, 시뮬레이션 모델에서는 2005년 이후 

2030년 까지 각 연도별 이용자 1인당 성과물과 총 홍보 개수를 추정해야 한다. 그 

이유는 매년 직전연도의 이용자 1인당 성과물과 홍보 개수에 혁신계수와 모방계수

를 곱해서 확산효과를 구한 뒤, 기본수요에 반 하여 확장수요를 구하기 때문이다. 

직전연도 1인당 성과물과 직전연도 총 홍보 개수는 미래에 대한 예측치 이므로 일

정의 범위를 가지는 값으로 표현되어야 한다. 따라서 각각의 평균과 분산 및 분포

모양을 과거 실제 데이터인 <표 27>의 수치를 바탕으로 향후 미래의 예측값을 설

정하 다. <표 27>에서 직전연도 1인당 성과물 개수의 평균은 3.9개 이고 직전연도 

총홍보 건수는 57.7건 인데, 향후에는 1인당 평균 성과물은 5개 수준으로 증가되며, 

성과물 1개당 평균 10건의 홍보가 발생한다고 가정하여 총홍보는 50개로 설정하

다. 아래 <그림 18>은 이러한 설정결과를 Powersim에 입력한 모습이다.

<그림 18> 시뮬레이션 변수의 분포 설정 

나. 시뮬레이션 결과  

  시뮬레이션의 횟수(run)는 총 1,000번으로 설정하여 시뮬레이션을 실시하 다. 시

뮬레이션 방식은 시뮬레이션의 보다 작은 런(run) 횟수로도 의미 있는 결과 값을 

얻을 수 있도록 몬테카를로(Monte carlo simulation)방식 대신 라틴 하이퍼큐브

(Latin hypercube)방식을 이용하 다.

  시뮬레이션의 결과값은 일정의 분포로 나오는 바, 좀 더 의미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 양쪽 끝 부분에 있는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제외한 ‘25백분위수(percentile)’, 

‘평균(average)’, ‘75백분위수’ 사이에 있는 값의 분포를 채택하 다. 백분위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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뮬레이션 결과 값 중에서 값의 크기 순서로 특정 백분율에 속한 값을 의미한다. 예

를 들어 75백분위수는 총 1,000번의 시뮬레이션 중 크기순서로 75%에 해당하는 값, 

즉 750번째로 큰 시뮬레이션 결과 값을 나타내는 것이다. 시뮬레이션 결과 값의 분

포 중에서 평균(average)을 본 경제성 평가의 대표 값으로 이용하고, 나머지 25백분

위수부터 75백분위수까지의 분포는 참고자료로 활용하 다. 그 이유는 미래에 대한 

추정치 이므로 평균값도 중요하지만 낙관적인 경우와 보수적인 경우를 가정하여 평

균이외에도 75% 및 25% 백분위수의 값도 참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우선 확장

수요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아래 <표 30> 및 <표 31>, <그림 19>와 같다. 

 <표 30> 확장수요(연간) 

T ime 25 Percenti le Average 75 Percenti le

2005년 1월 1

2006년 1월 1

2007년 1월 1

2008년 1월 1

2009년 1월 1

2010년 1월 1

2011년 1월 1

2012년 1월 1

2013년 1월 1

2014년 1월 1

2015년 1월 1

2016년 1월 1

2017년 1월 1

2018년 1월 1

2019년 1월 1

2020년 1월 1

2021년 1월 1

2022년 1월 1

2023년 1월 1

2024년 1월 1

2025년 1월 1

2026년 1월 1

2027년 1월 1

2028년 1월 1

2029년 1월 1

2030년 1월 1

385 명

445 명

502 명

527 명

552 명

584 명

618 명

663 명

716 명

780 명

850 명

931 명

1,016 명

1,103 명

1,175 명

1,258 명

1,272 명

1,245 명

1,188 명

1,106 명

1,011 명

915 명

818 명

732 명

658 명

599 명

697 명

802 명

865 명

888 명

912 명

945 명

976 명

1,018 명

1,071 명

1,134 명

1,202 명

1,283 명

1,364 명

1,446 명

1,518 명

1,601 명

1,615 명

1,585 명

1,530 명

1,448 명

1,352 명

1,256 명

1,161 명

1,079 명

1,006 명

946 명

977 명

1,103 명

1,173 명

1,194 명

1,217 명

1,250 명

1,277 명

1,316 명

1,368 명

1,428 명

1,494 명

1,573 명

1,653 명

1,734 명

1,804 명

1,885 명

1,895 명

1,865 명

1,810 명

1,729 명

1,636 명

1,542 명

1,446 명

1,365 명

1,293 명

1,235 명

                                  *연평균 이용자 : 1,18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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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확장수요(연간) 시뮬레이션 분포

빔 사용자 예측을 위한  Risk 분석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14 15 16 17 18 19 20 21 22 2324 25 26 27 28 29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명

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90 Percentile)

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75 Percentile)

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Average)

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25 Percentile)

당해년도 빔 이용자수 (10 Percentile)

   다만,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의 기간은 시설 완공이 완공되기 이전임에도 불구

하고 이용자수가 다소 크게 나타나고 있다. 그 이유는, 산업계와 연구계 이용자 수

의 추정 과정에 이용된 특허단위당 이용자발생계수를 시설 완공전과 완공후를 구분

하지 않고 2030년까지 전 기간을 평준화 시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특정 

예측 기간에서의 왜곡은 있어도 예측 기간 전체적으로는 양(+)또는 부(-)의 왜곡이 

서로 평준화 되므로 왜곡은 없다고 본다. 

   한편, 본 시설의 누적 빔이용자수는 아래 <표 31>과 같다. 빔 이용자수에는 연

구자만(대학생원생 포함) 포함되어 있는 것이며 실험보조요원이나 기타의 행정 및 

생산인력은 포함되지 않은 인원수이다. 따라서 사업유치지역에 실질적인 인구의 유

입 숫자는 이 수치를 상회할 것이다. 사업유치지역의 인구유입에는 이 외에도 연구

자들의 가족, 산업체 직원 및 가족, 기타 식당, 편의 시설, 문화 공간과 같은 인근 

도시 기반 시설의 증가로 인한 인구 유입 등 까지 포함되는 개념으로서 본 확장수

요보다 더 광범위한 개념이다. 아울러 본 연구의 범위가 아님을 밝혀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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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확장수요(누적)

Time 25 Percentile Average 75 Pe rcentile

2005년 1월 1

2006년 1월 1

2007년 1월 1

2008년 1월 1

2009년 1월 1

2010년 1월 1

2011년 1월 1

2012년 1월 1

2013년 1월 1

2014년 1월 1

2015년 1월 1

2016년 1월 1

2017년 1월 1

2018년 1월 1

2019년 1월 1

2020년 1월 1

2021년 1월 1

2022년 1월 1

2023년 1월 1

2024년 1월 1

2025년 1월 1

2026년 1월 1

2027년 1월 1

2028년 1월 1

2029년 1월 1

2030년 1월 1

385 명

830 명

1,337 명

1,856 명

2,405 명

2,991 명

3,610 명

4,275 명

4,994 명

5,777 명

6,624 명

7,550 명

8,573 명

9,675 명

10,844 명

12,081 명

13,364 명

14,603 명

15,786 명

16,891 명

17,903 명

18,816 명

19,632 명

20,364 명

21,022 명

21,620 명

697 명

1,499 명

2,364 명

3,252 명

4,164 명

5,109 명

6,085 명

7,103 명

8,175 명

9,308 명

10,510 명

11,793 명

13,158 명

14,604 명

16,121 명

17,722 명

19,337 명

20,922 명

22,452 명

23,899 명

25,251 명

26,507 명

27,668 명

28,746 명

29,752 명

30,698 명

977 명

2,074 명

3,247 명

4,430 명

5,650 명

6,903 명

8,185 명

9,507 명

10,883 명

12,321 명

13,822 명

15,395 명

17,048 명

18,784 명

20,579 명

22,455 명

24,345 명

26,204 명

28,009 명

29,732 명

31,362 명

32,899 명

34,343 명

35,708 명

37,002 명

38,237 명

다. 국내외 유사 시설의 이용자 수와 비교

   상기 시뮬레이션에 의해 도출된 미래 양성자가속기 이용자 수는 미래에 대한 예

측치 이므로 예측의 타당성 확보를 위해 타 유사시설 이용자 수를 비교분석을 해야 

한다. 그 이유는 본 경제성 평가의 가장 핵심적인 체계가 1인당 경제적 가치에 이

용자수를 곱하여 산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용자수 추정의 정확성이 사업전체의 경

제성 평가의 정확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수 추정의 정확성을 여러 

변수 중에서 따라서 같은 가속기 시설인 국내의 포항방사광가속기, 해외의 CERN와  

PSI 및 연구형 원자로인 하나로에 이르기까지 실제 완공후 이용자 수를 비교 분석

하고자 한다. 



79

1) 포항방사광가속기

   포항방사광가속기(Pohang Light Source, 이하 PLS)21)의 전자선형가속기는 94년

에 완공되었으며 가속 빔 에너지가 2.5GeV이다. 선형가속기의 전체길이는 약 150m

이고 지하 6m 터널에 설치되어 있으며, 선형가속기에서 가속된 전자빔은 빔 수송라

인(beam transport line)을 지나서 저장링(storage ring)에 입사된다. 본 양성자가속

기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가속되는 입자가 음(-)의 전하를 가지는 전자라는 점이다. 

   PLS는 범국가적 공동연구시설

(national user's facility)로서 방사

광가속기 활용을 촉진시켜 과학기

술의 선진화 도모하는데 그 설립

목적이 있으며 그 이용분야로서 

아래 <표 32>와 같이 기초과학분

야와 응용분야로 나누어 볼 수 있

다. PLS는 학제간 연구

(interdisciplinary research)와 국제 

공동연구의 구심체 역할 수행하며 

기초연구의 다부문 종합연구화, 대

형과제화 요구에 따른 종합 연구

기능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다

<표 32> 포항방사광 가속기의 이용분야

기초과학분야 응용분야

단백질/생체구조연구 기가DRAM 이상 초고집적회로제작

결정 및 비결정체의 미세구조분석 신소재 개발(고온초전도체, 고온세라믹)

물질의 표면/계면의 구조연구 세제 및 신약개발

PPM 단위의 미량분석 심장병진단(Angiography)

화학/촉매연구 미세로봇제작

21) http://pal.postech.ac.kr/에서 기초 자료 인용

<그림 20> 포항방사광가속기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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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S는 완공 이후 꾸준히 빔 라인을 증설한 결과 94년 당시 단 2기에 불과했던 

것이 현재 23기로 늘어났으며, 이에 따라 방사광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자수는 연간 

1,300여 명에 달하고 있다. 2005년에는 상반기 이용자만 1500명을 돌파22)하 으며, 

물리, 화학, 생명, 소재, 반도체 촉매, 환경 등의 분야에서 400여 가지의 실험과제를 

수행하고 있다. 완공 이후 10년(1995∼2004)동안  수행한 과제가 총 2,200여 건이며 

실험 인원은 8,181명으로, 실험 1건당 평균 3.71명 이용자 발생하 다. 본 사업단 이

용자수 추정은 국내 양성자 빔 관련 특허 1단위 등록에 따른 이용자 증가를 2.14명

(특허단위당 이용자 유발계수), 표준편차 2명으로 설정하 으므로 적절한 시뮬레이

션을 하 음을 알 수 있다.

   포항가속기는 학술용 및 연구지원시설용의 성격이 강하여 학계 또는 연구계 이

용자들이 주를 이룬다. 이와 비교하여 본 양성자가속기는 학술용 또는 연구용 이용

용도 이외에도 산업기반시설로서 활용되는 특징을 지닌다. 이로 인해 그 이용자 수

는 포항가속기보다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표 33>에서 볼 수 있듯이 본 시설과 PLS의 상호비교를 해보면 운

 10년 동안 총 누적 사용자는 본 시설이 많으며, 그 이유는 본 시설이 PLS처럼 

기초연구 및 응용연구에도 활용되지만 산업적 생산기반시설로 좀 더 활발히 이용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이용자수를 산출하 기 때문이다.

 

<표 33> PLS와 본 가속기의 운  연차별 시설 이용자 비교 

시설명
운

1년차

운

2년차

운

3년차

운

4년차

운

5년차

운

6년차

운

7년차

운

8년차

운

9년차

운

10년차
누계 

PLS

연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10년

실험

수행 
18건 69건 139건 130건 156건 237건 270건 310건 382건 489건 2,200건

실험

인원 
78명 283명 577명 646명 659명 883명 1,071명 1,197명 1,321명 1,466명 8,181명

본 

가속기

연도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11 2012 10년

실험

인원
1,071명 1,134명 1,202명 1,283명 1,364명 1,446명 1,518명 1,601명 1,615명 1,585명 12,234명

22)http://www.pohangtp.org/pohangtp/board/detail.jsp?bt_no=3&b_no=1028&b_order=10& 

group=1&page=4&menu_no=&c_no=003002 



81

2) CERN과 PSI

 

   CERN(Conseil Europeen pour la Recherche Nucleaire,유럽원자핵연구기구)은 세

계의 가장 큰 입자물리학 센터(center)를 위한 유럽조직으로 1954년에 스위스 제네

바에 설립되어 현재 20개국의 멤버를 가지고 있다.23) CERN의 운 은 20개국의 유

럽멤버, 미국에 의해 운 되지만 많은 비유럽의 나라들 역시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CERN과 관계하고 있다. 이들은 CERN program의 자금과 비용에 기여하며 조직 

및 그 활동에 관한 중요 결정에 참여한다.

 

<그림 21> CERN의 항공사진(Aerial view). 지하에 있는 시설을 가상의 선으로 표시한 것

이다. 가장 작은 링(Ring)이 PS이며, 중간 크기가 7km 둘레의 SPS, 가장 큰 것은 

27km둘레의 LEP이다 *출처 : www.cern.ch. 

   CERN program에 관계하는 옵저버(observer) 국가와 조직은 유럽 위원회, 이스

라엘(Israel), 일본, 러시아(Russia)동맹, 터키(Turkey), UNESCO 및 미국이며, 비멤

버국가로는 알제리,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 오스트레일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로루

23) www.most.go.kr, 일본이 참여하는 국제적대형연구프로젝트(2003.4) 및 www.cer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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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브라질, 캐나다, 중국,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에스토니아, 조오지아, 아이슬란드, 

인도, 이란, 아일랜드, 멕시코, 모로코, 파키스탄, 페루, 루마니아, 세르비아, 슬로베니

아, 남아프리카, 한국, 타이완 및 우크라이나가 있다. 정식 가맹국인 20개국은 국민

총생산에 비례해서 연구소의 예산을 부담하고 있다. 연간예산은 약 8000억원 규모

로 직원수는 2,500명이다. CERN은 28GeV양자 싱크로트론(Synchrotron)(1959년)을 

비롯해 고에너지 가속기를 차례로 건설하고, 세계의 고에너지 물리학과 가속기기술

을 리드해 왔다. 노벨상을 받은 W․Z의 발견(1983년)도 CERN의 양자반양자 컬라

이더(collider)(SppS)을 사용해서 실현. 소립자물리학상의 성과뿐만 아니라, 빔 냉각

법이나 와이어 챔버 등 가속기나 검출기기술도 노벨상을 획득하고 있는 연구소임. 

현재 CERN의 다양한 가속기시설을 이용하는 연구자수는 연간 6,000명을 넘고, 이

는 전 세계의 고에너지 실험연구자의 절반에 해당한다. 연간 이용자수의 약 30%는 

미국․러시아․캐나다․일본 등 CERN의 비가맹국 연구자이다. 

   한편, 스위스 PSI(Paul Sherrer Institut)의 경우 연간 연구목적 이용자는1000명 

이상이며 산업용 및 교육목적의 학생 이용자를 포함할 경우 6500명에 이른다. PSI

는 학제간 연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대학교와 연구소 및 산업계 기관들과 협력관

계를 유지하며, 고체무리학과 재료과학, 입자물리학, 생명과학 및 에너지 분야 등 다

분야에 걸쳐 기타 여러 기관들과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직원은 1,200명이며 기

초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응용과학 분야에도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PSI는 4개의 주

요 실험시설을 운 하고 있는 제 3세대 X-ray 싱크로트론인 SLS, 세계 유일의 연

속형 핵파쇄 중성자원인 SINQ, 강력한 연속형 빔 μSR 시설인 SμS,  기초 핵물리학 

및 입자물리학을 위한 Meson 생산시설인 LTP 등이다. PSI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싱크로트론과 X-rays, 그리고 Neutron과 Muon을 한 자리에서 공급할 수 있는 시

설이다. 

3) 하나로

  하나로((High-flux Advanced Neutron Application Reactor, HANARO)는 기존에 

운 되던 연구용 원자로 TRIGA Mark-Ⅱ와  TRIGA Mark-Ⅲ를 대신하여  한국원

자력연구소에 95년 준공된 다목적 연구용 원자이다. 하나로는 한국원자력연구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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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력으로 건조한 30MW급 고성능 다목적 연구용원자로로서 원자력 연구개발에 필

수적인 높은 중성자속(고속중성자 2.1x1014n/cm2.sec, 열중성자 5.4x1014n/cm2.sec)을 지닌 

국내 유일의 범국가적인 거대 원자력 연구시설이다. 

  하나로는 현재 우리나라 전력 생산량의 40%

를 넘는 원자력발전산업 관련기술의 개발 및 

지원, 방사성동위원소, 규소반도체 등 산업 및 

의료제품의 생산, 핵연료 및 노재료 조사시험, 

중성자 빔을 이용한 기초연구 및 첨단 소재개

발, 중성자방사화분석, 그 밖의 환경, 의학, 농

업, 생명공학 등 실로 다양한 분야에서 산·학·

연 관련기관들의 이용이 꾸준히 늘고 있다.

   연간 운  현황은 운전 시간 184일, 출력 생

성량 4,523 MWD, 불시 정지 4회 등으로서 안

정적인 운 을 해오고 있으며 이론적으로는 

217일의 운전이 가능하다.24) 하나로의 각 분야별 이용자 수 현황은 아래 <표34>와 

같다. 또한 연도별 이용자의 증감현황은 아래 <그림 23>부터 <그림 25>와 같은데 

시설 운  초기에는 이용자수가 작으며 일정시점부터 이용자수가 급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국가과학기술 기반이용시설이 가지는 일반적인 현상이며, 본 경제성 

평가에서의 이용자수 예측 추세도 이러한 현상을 따르고 있으므로 예측이 타당함을 

알 수 있다.

<표 34> 하나로 이용자 집계 (1998.1∼2004.12) 

24)  (18일 운전+10일 정지)×연간 12 주기 = 약 217일/년 운전 가능

<그림 22> 하나로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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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연간 중성자빔 이용자 수 

     

<그림 24> 연간 핵연료 조사 시편 수 및 이용자 수 

        

<그림 25> 중성자 방사화 분석 빔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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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경제적 가치 측정

   일반적으로 미래에 발생하는 경제적 가치는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여 현재의 

가치로 변환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절한 할인율(discount rate)을 미래가치

에 곱해주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그 이유는 

1인당 경제적 가치가 이미 현재 시점에서 측정된 현재 가치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향후 본 보고서에서 표로 나타낸 각 연도별 경제적 가치는 모두 현재 시점의 가치

로 할인된 가치이다. 

   각 가치에 대한 시뮬레이션 결과 산출된 경제적 가치를 요약하면 아래 <표 35>

와 같다. 시뮬레이션 결과 값의 상한선과 하한선은 각각 75 백분위수(percentile) 값

과 25 백분위수 값을 채택하 으며, 제4장 4절의 투입대비 산출효과에 대한 경제성 

분석은 평균값을 이용하여 실시하 다. 

<표 35> 경제적 가치 예측 요약(2005년∼2030년)  

구 분

개별 속성별 가치
총 

경제적 가치
생산파급효과

이용가치 홍보가치

25

백분위수값

연평균 5,335억원/년 8,312억원/년 1조 3,647억원/년 5,691억/년

누적 13조 8,716억원 21조 6,105억원 35조 4,821억원 14조 7,462억원

평균값
연평균 1조 3,219억원/년 2조 593억원/년 3조 3,812억원/년 1조 3,790억원/년

누적 34조 3,686억원 53조 5,426억원 87조 9,112억원 36조 5,355억원

75 

백분위수값

연평균 1조 9,047억원/년 2조 9,728억원/년 4조 8775억원/년 2조 248억원/년 

누적 49조 5,779억원 77조 2,371억원 126조 8,150억원 52조 7,037억원

   시뮬레이션 결과를 항목별로 보다 상세히 분석하면 아래와 같다. 시뮬레이션 결

과는 연간 경제적 가치와 누적 경제적 가치로 나누고, 각각 이용가치와 홍보가치 

그리고 생산파급효과로 나누어 서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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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간 경제적 가치

   각 연도별 경제적 가치는 홍보가치와 이용가치의 합계이다. 우선 이용가치는 아

래 <그림 26>과 같이 2012년 시설완공이전까지는 완만한 경제적 가치의 증가를 보

이다가 시설완공이후인 2013년부터는 경제적 가치가 급격히 증가한다. 

<그림 26> 이용가치(연간) 시뮬레이션 분포

2004년 1월 1 2009년 1월 1 2014년 1월 1 2019년 1월 1 2024년 1월 1 2029년 1월 1
0

100,000,000

200,000,000

300,000,000

400,000,000

만원

년간 이용가치 (90 Percentile)

년간 이용가치 (75 Percentile)

년간 이용가치 (25 Percentile)

년간 이용가치 (10 Percentile)

년간 이용가치 (Average)

   이러한 경제적 가치의 연도별 추세는 빔 이용자수의 추세와 동일한데, 그 이유

는 각 연도별 이용자수에 1인당 경제적 가치를 곱하여 연간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

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용자수의 추정시에 재기되었던 문제점 즉, 시설 완공이전

에 이용자수가 다소 많이 추정되는 현상은 경제적 가치 산출에도 향을 미쳐서 시

설완공이전 기간에 대한 경제적 가치의 고평가로 이어진다. 위의 <그림 26>에서 볼 

수 있듯이 시설완공시점 이전 시점인 2012년 이전의 연간 경제적 가치는 완공 이후

의 연간 경제적 가치의 차이가 크지 않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이용자 수의 예측에 사용된 계수값이 특정 

시점별로 설정된 것이 아니라 예측 기간 전체에 대한 평균치이기 때문인데, 전술한 

바와 같이 평균 개념의 특성상 경제적 가치가 특정 기간 내에 왜곡이 있을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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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측기간 전체에 걸쳐 왜곡이 상쇄되므로 전체적인 값은 유효하다. 특히, 본 연

구에서는 이용자수에 곱해주는 1인당 경제적 가치가 현재가치이므로 전체 이용자수

의 추정만 타당하다면 이용자가 어느 시점에 발생하는가 여부는 전체 경제적 가치 

산출에 향을 미치지 않는 특성이 있다.  

   분석결과, 연간 이용가치는 살펴보면 <표 36>와 같으며 연평균 이용가치는 시뮬

레이션 결과값 중에서 평균값(average) 기준으로 1조 3,219억원 이며 총 누적가치는 

34조 3,68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표 36>  이용가치(연간) 

5

6

T im e 25 Pe rcenti le Ave rage 75 Pe rcenti le

2005년 1월 1

2006년 1월 1

2007년 1월 1

2008년 1월 1

2009년 1월 1

2010년 1월 1

2011년 1월 1

2012년 1월 1

2013년 1월 1

2014년 1월 1

2015년 1월 1

2016년 1월 1

2017년 1월 1

2018년 1월 1

2019년 1월 1

2020년 1월 1

2021년 1월 1

2022년 1월 1

2023년 1월 1

2024년 1월 1

2025년 1월 1

2026년 1월 1

2027년 1월 1

2028년 1월 1

2029년 1월 1

2030년 1월 1

22,007,631 만원

24,932,382 만원

29,562,590 만원

31,521,103 만원

33,919,443 만원

36,740,486 만원

39,657,351 만원

43,171,851 만원

46,260,002 만원

49,902,796 만원

54,254,192 만원

59,750,287 만원

64,141,240 만원

69,605,421 만원

73,113,175 만원

77,805,384 만원

78,493,643 만원

76,675,229 만원

73,725,798 만원

69,604,671 만원

63,420,958 만원

57,787,868 만원

52,172,206 만원

47,118,879 만원

42,603,231 만원

38,272,166 만원

77,930,597 만원

89,684,585 만원

96,772,410 만원

99,333,428 만원

102,085,174 만원

105,781,796 만원

109,205,503 만원

113,919,316 만원

119,929,692 만원

126,894,339 만원

134,607,490 만원

143,646,484 만원

152,787,124 만원

161,937,429 만원

169,979,955 만원

179,376,802 만원

180,861,618 만원

177,552,422 만원

171,327,447 만원

162,145,770 만원

151,391,278 만원

140,609,340 만원

129,954,938 만원

120,726,538 만원

112,546,921 만원

105,870,618 만원

116,947,346 만원

134,002,105 만원

144,866,587 만원

148,471,128 만원

152,329,079 만원

156,994,252 만원

161,448,380 만원

167,222,436 만원

174,424,914 만원

183,883,095 만원

194,554,780 만원

207,786,273 만원

221,751,803 만원

234,392,618 만원

245,873,183 만원

258,753,847 만원

260,733,029 만원

256,149,955 만원

247,971,114 만원

234,686,576 만원

219,766,046 만원

203,236,725 만원

187,945,450 만원

175,119,981 만원

164,890,128 만원

157,171,319 만원

   한편, 연간 홍보가치는 이용가치를 100으로 보았을 때, 상대적인 가치를 구한 것

이므로 아래 <그림 27>과 같이 이용가치의 추이와 동일한 모습을 하고 있다. 연간 

홍보가치는 <표 37>과 같으며, 평균값(average) 기준으로 연평균 2조 593억원에 이

르며, 총 누적가치는 53조 5,426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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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홍보가치(연간) 시뮬레이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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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홍보가치 (10 Percentile)

연간 홍보가치 (Average)

<표 37> 홍보가치(연간)

T im e 25 Percenti le Average 75 Percenti le

2005년 1월 1

2006년 1월 1

2007년 1월 1

2008년 1월 1

2009년 1월 1

2010년 1월 1

2011년 1월 1

2012년 1월 1

2013년 1월 1

2014년 1월 1

2015년 1월 1

2016년 1월 1

2017년 1월 1

2018년 1월 1

2019년 1월 1

2020년 1월 1

2021년 1월 1

2022년 1월 1

2023년 1월 1

2024년 1월 1

2025년 1월 1

2026년 1월 1

2027년 1월 1

2028년 1월 1

2029년 1월 1

2030년 1월 1

5,757,992 만원

7,250,625 만원

9,800,641 만원

12,988,548 만원

17,058,765 만원

22,309,932 만원

27,470,280 만원

33,189,914 만원

39,954,911 만원

47,496,891 만원

56,356,144 만원

66,311,453 만원

77,610,128 만원

90,061,084 만원

103,304,556 만원

117,769,772 만원

132,397,338 만원

144,884,724 만원

154,540,166 만원

164,009,902 만원

169,931,273 만원

171,064,588 만원

169,070,768 만원

166,944,891 만원

161,013,138 만원

151,586,498 만원

10,997,632 만원

13,868,440 만원

18,828,757 만원

25,169,795 만원

33,285,063 만원

43,632,399 만원

53,871,365 만원

65,056,210 만원

78,307,536 만원

93,846,235 만원

111,825,573 만원

132,312,174 만원

155,535,980 만원

181,471,730 만원

209,637,432 만원

240,179,232 만원

270,203,879 만원

298,091,836 만원

322,276,168 만원

341,431,747 만원

353,657,324 만원

360,147,123 만원

361,383,283 만원

358,116,472 만원

351,221,863 만원

341,721,995 만원

16,204,399 만원

20,571,641 만원

27,864,451 만원

37,224,786 만원

49,197,986 만원

64,890,246 만원

80,206,576 만원

96,074,788 만원

115,299,561 만원

138,315,985 만원

163,427,708 만원

193,178,748 만원

226,345,314 만원

262,558,851 만원

303,082,099 만원

345,737,874 만원

389,749,844 만원

426,945,004 만원

460,910,882 만원

486,630,148 만원

500,771,873 만원

507,459,490 만원

507,181,479 만원

499,471,853 만원

486,769,077 만원

470,923,954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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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가치와 홍보가치를 합한 연간 총 경제적 가치는 아래 <표 38>과 같다.  평

균값(Average)기준으로 연평균 3조 3,812억원, 누적 총 경제적 가치는 87조 9,112억

원이다. 연도별 추이는 <그림 28>에서 볼 수 있듯이 이용가치 및 홍보가치의 추이

와 동일하다.

<표 38> 총 경제적 가치(연간)

T i m e 25  P e r c e n ti l e A v e r a g e 75  P e r c e n ti l e

2005년  1월  1

2006년  1월  1

2007년  1월  1

2008년  1월  1

2009년  1월  1

2010년  1월  1

2011년  1월  1

2012년  1월  1

2013년  1월  1

2014년  1월  1

2015년  1월  1

2016년  1월  1

2017년  1월  1

2018년  1월  1

2019년  1월  1

2020년  1월  1

2021년  1월  1

2022년  1월  1

2023년  1월  1

2024년  1월  1

2025년  1월  1

2026년  1월  1

2027년  1월  1

2028년  1월  1

2029년  1월  1

2030년  1월  1

56,293,205 만 원

63,774,408 만 원

75,617,993 만 원

80,627,665 만 원

86,762,365 만 원

93,978,296 만 원

101,439,328 만 원

110,429,049 만 원

118,328,216 만 원

127,646,098 만 원

138,776,512 만 원

152,834,944 만 원

164,066,541 만 원

178,043,340 만 원

187,015,805 만 원

199,017,982 만 원

200,778,476 만 원

196,127,165 만 원

188,582,830 만 원

178,041,423 만 원

162,224,135 만 원

147,815,283 만 원

133,451,011 만 원

120,525,132 만 원

108,974,579 만 원

97,896,171 만 원

199,338,263 만 원

229,403,729 만 원

247,533,638 만 원

254,084,452 만 원

261,123,129 만 원

270,578,700 만 원

279,336,180 만 원

291,393,620 만 원

306,767,527 만 원

324,582,361 만 원

344,311,789 만 원

367,432,586 만 원

390,813,381 만 원

414,218,897 만 원

434,790,831 만 원

458,826,979 만 원

462,624,982 만 원

454,160,406 만 원

438,237,576 만 원

414,751,812 만 원

387,242,952 만 원

359,663,890 만 원

332,411,053 만 원

308,805,776 만 원

287,883,177 만 원

270,805,896 만 원

299,139,001 만 원

342,763,279 만 원

370,553,481 만 원

379,773,518 만 원

389,641,749 만 원

401,574,772 만 원

412,967,961 만 원

427,737,388 만 원

446,160,569 만 원

470,353,600 만 원

497,650,648 만 원

531,495,414 만 원

567,217,771 만 원

599,551,643 만 원

628,917,722 만 원

661,865,103 만 원

666,927,643 만 원

655,204,621 만 원

634,284,008 만 원

600,303,558 만 원

562,138,411 만 원

519,858,148 만 원

480,744,679 만 원

447,938,477 만 원

421,771,591 만 원

402,027,690 만 원

<그림 28> 총 경제적 가치(연간) 시뮬레이션 분포

년 간  총  경 제 적  가 치 에  대 한  R is k  분 석

2 0 0 4 년  1 월  1 2 0 1 4 년  1 월  1 2 0 2 4 년  1 월  1
0

5 0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만 원

년 간  총  경 제 적  가 치  (9 0  P e r c e n t ile )

년 간  총  경 제 적  가 치  (7 5  P e r c e n t ile )

년 간  총  경 제 적  가 치  (Av e r a g e )

년 간  총  경 제 적  가 치  (2 5  P e r c e n t ile )

년 간  총  경 제 적  가 치  (1 0  P e r c e n t i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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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학계와 연구계와는 달리 산업계에서 본 시설을 생산시설로 이용하는 것이 

주 목적이므로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된다. 이러한 생산유발효과를 본 연구에서는 산

업적 생산파급효과(equivalent production effects)로 정의하 으며, 이는 본 시설

의 산업적 이용을 통해 지역 및 국가에 발생하는 제품 또는 서비스 생산금액의 크

기이다. 

   일반적으로 재화(원료)는 생산과정을 거치면서 <그림 29>와 같이 가치가 증가

된다. 이처럼 생산 과정을 거치면서 추가로 발생된 가치가 부가가치이며, 본 경제성 

평가에서 산출한 산업계 이용가치와 동일(equivalent)한 개념이다. 그 이유는 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가치를 ‘본 양성자가속장치를 1시간 이용하 을 경우에 발생되는 국

가경제전체에 대한 경제적 가치 발생 금액’으로 정의하 기 때문이다.

<그림 29> 부가가치와 제품생산금액의 관계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와 제품생산금액과의 관계는 산업계 이용가치와 산업적 

생산파급효과의 관계와 동일하다.

부가가치 ÷ 부가가치율 = 제품생산금액

산업계 이용가치 ÷ 부가가치율 = 산업적 생산파급효과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여 산업계의 이용가치는 지역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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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효과로 변환시킬 수 있다. 

산업계 이용가치 ÷ 부가가치율 = (연평균 이용가치 × 산업적 이용 비율) ÷ 부가가치율 

                                = 산업적 생산파급효과   

                                  ※ 2000년 제조업 부가가치율 = 0.2728

                                     ※ 산업적 이용 비율 = 0.2925)

   위의 산식에서 산업계 이용가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01년도 수요조사에 의해 

밝혀진 바와 같이 29%를 적용하 다. 부가가치율은 2000년 제조업 부가가치율인 

0.2728을 적용하 다.   

   위와 같은 산식에 의하여 각 연도별로 산업적 생산파급효과를 측정한 결과 아래 

<표 39>와 같으며 연평균 1조 3,79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연도별 산업적 생산파급효과        (단위 : 억원)

연 도 생산파급효과 연 도 생산파급효과

2005 8,227 2018 17,214 

2006 9,533 2019 18,069 

2007 10,287 2020 19,068 

2008 10,559 2021 19,226 

2009 10,852 2022 18,874 

2010 11,245 2023 18,212 

2011 11,609 2024 17,236 

2012 12,109 2025 17,582 

2013 12,748 2026 14,946 

2014 13,489 2027 13,813 

2015 14,309 2028 12,837 

2016 15,270 2029 11,964 

2017 16,241 2030 11,255 

총계(누적) 358,548 연평균 13,790

25) 김계령 外,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참여의향 및 빔 수요 조사』, 양성자기반공학

기술개발사업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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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누적 경제적 가치

   연도별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 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누적 경제적 가치를 산출

하 다. 아래 <표 40>에서부터 <표 42>에 이르기까지 이용가치, 홍보가치 및 총 

경제적 가치가 연도의 경과에 따라 얼마나 누적이 되고 있는지를 집계하 다.

<표 40> 이용가치(누적)
T i m e 2 5  P e r c e n t i l e A v e r a g e 7 5  P e r c e n t i l e

2 0 0 5 년  1 월  1

2 0 0 6 년  1 월  1

2 0 0 7 년  1 월  1

2 0 0 8 년  1 월  1

2 0 0 9 년  1 월  1

2 0 1 0 년  1 월  1

2 0 1 1 년  1 월  1

2 0 1 2 년  1 월  1

2 0 1 3 년  1 월  1

2 0 1 4 년  1 월  1

2 0 1 5 년  1 월  1

2 0 1 6 년  1 월  1

2 0 1 7 년  1 월  1

2 0 1 8 년  1 월  1

2 0 1 9 년  1 월  1

2 0 2 0 년  1 월  1

2 0 2 1 년  1 월  1

2 0 2 2 년  1 월  1

2 0 2 3 년  1 월  1

2 0 2 4 년  1 월  1

2 0 2 5 년  1 월  1

2 0 2 6 년  1 월  1

2 0 2 7 년  1 월  1

2 0 2 8 년  1 월  1

2 0 2 9 년  1 월  1

2 0 3 0 년  1 월  1

2 2 , 0 0 7 , 6 3 1  만 원

4 6 , 7 5 8 , 4 2 6  만 원

7 6 , 1 0 0 , 5 4 6  만 원

1 0 7 , 6 6 0 , 3 0 7  만 원

1 4 1 , 3 8 4 , 7 3 4  만 원

1 7 8 , 4 4 9 , 1 5 3  만 원

2 1 6 , 8 7 5 , 2 1 4  만 원

2 6 2 , 1 2 9 , 7 9 5  만 원

3 1 0 , 5 6 4 , 6 8 2  만 원

3 6 4 , 8 6 3 , 4 7 5  만 원

4 2 5 , 9 1 4 , 3 2 2  만 원

4 8 8 , 3 1 7 , 7 6 1  만 원

5 5 8 , 5 0 7 , 1 2 3  만 원

6 2 2 , 2 2 9 , 5 1 3  만 원

7 0 2 , 0 0 0 , 9 5 3  만 원

7 7 6 , 8 3 1 , 7 0 8  만 원

8 5 3 , 3 0 9 , 5 3 9  만 원

9 4 1 , 1 7 5 , 7 1 0  만 원

1 , 0 1 5 , 4 0 8 , 6 4 8  만 원

1 , 0 7 9 , 0 9 7 , 6 4 5  만 원

1 , 1 3 9 , 0 0 5 , 5 7 6  만 원

1 , 1 9 5 , 1 7 0 , 6 5 3  만 원

1 , 2 4 7 , 5 9 9 , 0 1 0  만 원

1 , 2 9 6 , 8 1 4 , 7 2 0  만 원

1 , 3 4 3 , 1 6 0 , 9 4 1  만 원

1 , 3 8 7 , 1 6 1 , 4 3 0  만 원

7 7 , 9 3 0 , 5 9 7  만 원

1 6 7 , 6 1 5 , 1 8 2  만 원

2 6 4 , 3 8 7 , 5 9 2  만 원

3 6 3 , 7 2 1 , 0 2 0  만 원

4 6 5 , 8 0 6 , 1 9 4  만 원

5 7 1 , 5 8 7 , 9 9 0  만 원

6 8 0 , 7 9 3 , 4 9 3  만 원

7 9 4 , 7 1 2 , 8 0 9  만 원

9 1 4 , 6 4 2 , 5 0 1  만 원

1 , 0 4 1 , 5 3 6 , 8 3 9  만 원

1 , 1 7 6 , 1 4 4 , 3 2 9  만 원

1 , 3 1 9 , 7 9 0 , 8 1 3  만 원

1 , 4 7 2 , 5 7 7 , 9 3 7  만 원

1 , 6 3 4 , 5 1 5 , 3 6 6  만 원

1 , 8 0 4 , 4 9 5 , 3 2 1  만 원

1 , 9 8 3 , 8 7 2 , 1 2 3  만 원

2 , 1 6 4 , 7 3 3 , 7 4 2  만 원

2 , 3 4 2 , 2 8 6 , 1 6 4  만 원

2 , 5 1 3 , 6 1 3 , 6 1 1  만 원

2 , 6 7 5 , 7 5 9 , 3 8 1  만 원

2 , 8 2 7 , 1 5 0 , 6 5 9  만 원

2 , 9 6 7 , 7 5 9 , 9 9 9  만 원

3 , 0 9 7 , 7 1 4 , 9 3 7  만 원

3 , 2 1 8 , 4 4 1 , 4 7 5  만 원

3 , 3 3 0 , 9 8 8 , 3 9 6  만 원

3 , 4 3 6 , 8 5 9 , 0 1 4  만 원

1 1 6 , 9 4 7 , 3 4 6  만 원

2 5 1 , 2 8 1 , 1 4 5  만 원

3 9 6 , 1 4 7 , 7 3 3  만 원

5 4 4 , 6 1 8 , 8 6 1  만 원

6 9 7 , 2 0 9 , 2 2 5  만 원

8 5 4 , 4 5 4 , 2 4 5  만 원

1 , 0 1 5 , 4 2 3 , 6 4 5  만 원

1 , 1 8 5 , 5 3 5 , 4 2 8  만 원

1 , 3 6 3 , 3 5 9 , 2 1 3  만 원

1 , 5 4 7 , 5 1 7 , 9 4 5  만 원

1 , 7 3 6 , 3 0 8 , 3 5 0  만 원

1 , 9 4 3 , 5 5 9 , 3 2 6  만 원

2 , 1 5 9 , 9 4 5 , 3 5 5  만 원

2 , 3 8 6 , 6 3 8 , 9 5 6  만 원

2 , 6 2 3 , 6 9 0 , 5 4 9  만 원

2 , 8 7 6 , 0 8 5 , 1 6 3  만 원

3 , 1 3 3 , 9 7 0 , 7 8 7  만 원

3 , 3 8 7 , 4 9 8 , 6 0 3  만 원

3 , 6 2 4 , 1 6 2 , 6 7 4  만 원

3 , 8 6 4 , 2 0 8 , 4 5 3  만 원

4 , 0 9 2 , 7 6 5 , 0 5 6  만 원

4 , 2 9 6 , 0 0 1 , 7 8 1  만 원

4 , 4 8 4 , 0 2 1 , 1 0 3  만 원

4 , 6 5 2 , 5 5 8 , 0 2 7  만 원

4 , 8 0 6 , 6 6 5 , 5 0 2  만 원

4 , 9 5 7 , 7 8 9 , 8 5 0  만 원

 <표 41> 홍보가치(누적)

T i m e 2 5  P e r c e n t i l e A v e r a g e 7 5  P e r c e n t i l e

2005년  1월  1

2006년  1월  1

2007년  1월  1

2008년  1월  1

2009년  1월  1

2010년  1월  1

2011년  1월  1

2012년  1월  1

2013년  1월  1

2014년  1월  1

2015년  1월  1

2016년  1월  1

2017년  1월  1

2018년  1월  1

2019년  1월  1

2020년  1월  1

2021년  1월  1

2022년  1월  1

2023년  1월  1

2024년  1월  1

2025년  1월  1

2026년  1월  1

2027년  1월  1

2028년  1월  1

2029년  1월  1

2030년  1월  1

34,285 ,573  만 원

72,844 ,706  만 원

118,556,640 만 원

167,723,425 만 원

220,262,532 만 원

278,004,996 만 원

337,868,754 만 원

408,370,628 만 원

483,827,083 만 원

568,418,888 만 원

663,529,680 만 원

760,747,671 만 원

870,095,307 만 원

969,368,084 만 원

1,093,643,591  만 원

1,210,222,029  만 원

1,329,366,440  만 원

1,466,252,685  만 원

1,581,899,788  만 원

1,681,120,542  만 원

1,774,450,793  만 원

1,861,950,069  만 원

1,943,627,932  만 원

2,020,300,826  만 원

2,092,503,360  만 원

2,161,051,490  만 원

121,407,666 만 원

261,126,810 만 원

411,888,038 만 원

566,639,062 만 원

725,677,018 만 원

890,473,921 만 원

1,060,604,599  만 원

1,238,078,902  만 원

1,424,916,738  만 원

1,622,604,760  만 원

1,832,309,060  만 원

2,056,095,162  만 원

2,294,121,418  만 원

2,546,402,886  만 원

2,811,213,763  만 원

3,090,663,939  만 원

3,372,427,303  만 원

3,649,035,287  만 원

3,915,945,415  만 원

4,168,551,457  만 원

4,404,403,132  만 원

4,623,457,682  만 원

4,825,913,797  만 원

5,013,993,035  만 원

5,189,329,291  만 원

5,354,264,569  만 원

182,191,655  만 원

391,469,574  만 원

617,156,468  만 원

848,458,857  만 원

1,086,178 ,583  만 원

1,331,149 ,771  만 원

1,581,923 ,153  만 원

1,846,939 ,404  만 원

2,123,970 ,142  만 원

2,410,870 ,062  만 원

2,704,985 ,639  만 원

3,027,860 ,844  만 원

3,364,967 ,500  만 원

3,718,132 ,268  만 원

4,087,433 ,698  만 원

4,480,637 ,938  만 원

4,882,396 ,595  만 원

5,277,366 ,245  만 원

5,646,063 ,955  만 원

6,020,030 ,011  만 원

6,376,097 ,140  만 원

6,692,718 ,564  만 원

6,985,632 ,877  만 원

7,248,195 ,663  만 원

7,488,278 ,888  만 원

7,723,714 ,713  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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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총 경제적 가치(누적)

T im e 25 P e rcen ti le A ve rage 75 P e rce n ti l e

2005년 1월 1

2006년 1월 1

2007년 1월 1

2008년 1월 1

2009년 1월 1

2010년 1월 1

2011년 1월 1

2012년 1월 1

2013년 1월 1

2014년 1월 1

2015년 1월 1

2016년 1월 1

2017년 1월 1

2018년 1월 1

2019년 1월 1

2020년 1월 1

2021년 1월 1

2022년 1월 1

2023년 1월 1

2024년 1월 1

2025년 1월 1

2026년 1월 1

2027년 1월 1

2028년 1월 1

2029년 1월 1

2030년 1월 1

56,293,205 만원

119,603,132 만원

194,657,185 만원

275,383,732 만원

361,647,266 만원

456,454,148 만원

554,743,968 만원

670,500,423 만원

794,391,765 만원

933,282,363 만원

1,089,444,002 만원

1,249,065,432 만원

1,428,602,430 만원

1,591,597,597 만원

1,795,644,544 만원

1,987,053,737 만원

2,182,675,979 만원

2,407,428,395 만원

2,597,308,435 만원

2,760,218,188 만원

2,913,456,369 만원

3,057,120,722 만원

3,191,226,942 만원

3,317,115,546 만원

3,435,664,301 만원

3,548,212,920 만원

199,338,263 만원

428,741,992 만원

676,275,630 만원

930,360,082 만원

1,191,483,211 만원

1,462,061,911 만원

1,741,398,092 만원

2,032,791,711 만원

2,339,559,238 만원

2,664,141,599 만원

3,008,453,389 만원

3,375,885,975 만원

3,766,699,356 만원

4,180,918,252 만원

4,615,709,084 만원

5,074,536,062 만원

5,537,161,044 만원

5,991,321,450 만원

6,429,559,026 만원

6,844,310,839 만원

7,231,553,791 만원

7,591,217,681 만원

7,923,628,734 만원

8,232,434,510 만원

8,520,317,688 만원

8,791,123,584 만원

299,139,001 만원

642,750,719 만원

1,013,304,201 만원

1,393,077,718 만원

1,783,387,808 만원

2,185,604,015 만원

2,597,346,798 만원

3,032,474,832 만원

3,487,329,355 만원

3,958,388,007 만원

4,441,293,989 만원

4,971,420,170 만원

5,524,912,855 만원

6,104,771,223 만원

6,711,124,247 만원

7,356,723,102 만원

8,016,367,382 만원

8,664,864,848 만원

9,270,226,628 만원

9,884,238,464 만원

10,468,862,196 만원

10,988,720,345 만원

11,469,653,980 만원

11,900,753,690 만원

12,294,944,390 만원

12,681,504,563 만원

<그림 30>  총 경제적 가치 (누적) 시뮬레이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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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측정결과의 신뢰성 검증

1) 신뢰성 검증 방법론

  앞서 도출한 경제적 가치 평가치는 컨조인트분석과 시스템동학기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가치이다. 다만, 이것은 미래에 대한 예측치이므로 과연 평가치가 타당한지 

에 대한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검증 수단으로서 컨조인트분

석과 시스템동학법을 통해 도출한 경제적 총 가치를 CVM(Contingent Valuation 

Method, 조건부가치법)에 의해 도출된 총 가치와 상호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CVM은 컨조인트분석기법과는 달리 평가대상의 속성별로 가치를 구할 수 없으

며 전체 가치를 한 번에 측정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총 경제적 가치

평가 금액뿐만 아니라 각 속성별 연도별 가치와 시설이용자에 대한 연도별 예측 정

보를 얻을 수 있도록 CVM대신 컨조인트분석기법과 시스템 동학기법에 의하여 경

제적 가치를 산출하 다. 그리고 산출된 경제적 가치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한 수

단으로 CVM에 의하여 측정된 경제적 가치와 상호 비교를 하 다. 그 이유는, 동일

한 평가 대상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가치 평가를 한 결과가 서로 근

접하다면, 적어도 현 평가 시점에서는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를 반 하여 가치 평가

가 적절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조건부가치법은, 평가대상 재화의 가상적인 질적 혹은 양적 변화를 개인들에게 

제시하고 개인의 보상잉여(compensating surplus)나 동등잉여(equivalent surplus)를 

설문조사를 통해 추정함으로써 개인들이 평가대상 재화에 부여하는 가치를 직접적

으로 도출하는 방법이다.  본 방법은 여행비용접근법이나 헤도닉가격기법 등의 다

른 가치측정기법과는 다르게 비사용가치(존재가치)를 포함한 총가치를 측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법이기 때문에, Davis(1963)가 처음 도입한 이래 가치측정의 주된 도

구로서 꾸준하게 사용되어 왔다 (Carson 외(1994)).  조건부가치법의 전반적인 내용

을 소개하는 문헌으로는 Mitchell and Carson(1989), Hanley(1989), Bateman and 

Turner(1992), Freeman(1993) 등이 있으며 실제 사용과 관련된 다양한 이슈를 다룬 

문헌으로는 Mitchell and Carson (1993), Werner and Groves(1993), Levy 외(1995) 

등이 있고 문제점들을 논의한 문헌으로는 Hausman(1993)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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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기법은 설문형태에 따라 경매법(Bidding game), 지불카드법(Payment card), 

양분선택형(Dichotomous choice) 등으로 세분되며 그중에서도 양분선택형은 미국 

상무성 산하 NOAA(the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의 전

문가 그룹이 만든 조건부가치법 사용지침서에서 추천된 방법으로서 (Portney 

(1994)), 설문조사시 각 개인에게 가상적인 질적 혹은 양적 변화를 제시하고 이러한 

변화의 대가로서 특정금액을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  본 연구에서

는 양분선택형 설문조사법을 사용한다.  

2) CVM에 의한 설문 설계

     본 연구에서 수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성자가속기 시설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이러한 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매월 특정금액의 

세금 T를 지불할 의사가 있는지와 인구경제학적 특성을 응답자에게 질문한다.  각 

응답자는 소득(y), 개발되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규모(q) 그리고 사회경제적 특성(c) 

등에 의해 결정되는 효용을 알고 있다고 가정한다.  응답자의 특성중 일부만이 연

구자에게 관측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응답자가 부여하는 가치를 측정하는 지불

의사액(Willingness to Pay, WTP)은 다음과 같이 설정될 수 있다. 

WTP = h (y,c | q o,q 1 ) + η

     위에서 지불의사액은 연구자에게 관측되는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 h와 

미관측 변수들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 η로 구성된다.  개인이 지불의사를 가질 확률

은 지불의사액이 제시된 금액 T보다 클 확률과 같을 것이므로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Pr {지불의사 } = Pr {WTP > T }

       = Pr {h (y,c | q o,q 1 ) + η > T }

       = H ( {h (y,c | qo,q1 ) - T }/σ η )

 단, σ η ≡ V (η ), H ≡ -η/ση의 누적분포함수(c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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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로짓 모형을 가정하면 위 지불의사를 가질 확률은

Pr {지불의사 } = (1 + exp {-{h (y,c | qo,q1 ) - T }/ση } )-1

가 된다.  지불의사액 함수의 유형으로서 아래와 같이 선형함수를 고려하면 

h (y,c | q o,q1 ) = βo+ β1y + β2c,

지불의사를 가질 확률은 

Pr {지불의사 } = (1 + exp {-{
βo
ση
+
β1
σ η
y +

β2
ση
c -

1
ση
T } } )

-1

       ≡ (1 + exp {-{bo+ b1y + b2c + b3T } } )
-1

가 된다. 여기서 원래 추정하려는 계수들 (β o,β1,β2 )의 절대수준이 인식(identified)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
σ η = -1/b 3
β o = σ η⋅b o = -bo/b 3
β 1 = σ η⋅b 1 = -b1/b 3
β 2 = σ η⋅b 2 = -b2/b 3

     계수값들의 최우추정량(MLE)은 다음과 같은 목적함수을 극대화시키는 값들로

서 정의된다.

( b ô, b 1̂, b 2̂, b 3̂ ) = arg max ∑ {s i log Pr {지불의사
i }

+ (1-s i ) log {1-Pr {지불의사
i } } }.

     위 식의 우변에서 s i는 i번째 응답자가 지불의사를 나타낸 경우 1의 값을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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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그렇지 않은 경우 0의 값을 갖는 변수이다.

3) CVM에 의한 측정 결과

  로짓모형에 사용된 설명변수는 제시금액, 가속기이용 경험 및 계획 유무 더미변

수, 가속기의 중요성 5점 척도 의견, 연령, 산업체 재직 더미변수, 월 소득이다.  재

직 분야별 더미 변수는 대학교와 연구소 모두를 고려하 지만 통계적 유의성이 없

어서 최종 추정모형에서는 제외하 다.  아래 <표 43>을 보면, 연령과 월 소득의 

통계적 유의성이 다소 적고 나머지 변수들은 모두 통계적 유의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추정된 계수들의 부호도 모두 기대된 바와 같다.  

<표 43> 지불의사액 로짓모형의 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통계량

제시금액 -0.1130 -3.0264     

상수항 -5.3285 -3.6167

가속기이용 경험 및 계획 유무 더미  1.3963  3.3043

가속기 중요성 의견  0.9870  3.5654     

연령  0.0495  1.8744

산업체 재직 더미 -1.6551 -3.7158

월 소득  0.2287  1.8861

위의 로짓모형의 계수로부터 원래 지불의사액 함수의 계수를 도출하려면 다음과 같

은 변환과정이 필요하다.

{ σ η = -1/제시금액변수계수
β = ση⋅각변수계수 = -각변수계수 /제시금액변수계수

   이러한 변화과정을 거친 지불의사액 함수의 계수들에 대한 계산결과는 아래 <표 

44>와 같다. 추정된 지불의사액 함수에 설문조사에서 얻어진 각 설명변수들의 평균

값을 대입한 결과, 양성자가속기에 대한 가구당 월 지불의사액은 2만 133원으로 계

산되었으며, 이를 년단위로 환산하면 24만 1,597원이 된다.  여기에 우리나라의 가

구수를 곱하면 년단위의 양성자가속기의 총가치가 계산되는데, 2000년 전체가구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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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 양성자가속기의 총가치는 3조 4,577억원/년으로 추정되며, 

2000년 취업자 1인이상 가구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2조 8,918억원/년, 그리고 

2000년 7대 광역시를 기준으로 할 경우에는 1조 6,621억원/년으로 각각 추정된다. 

   컨조인트분석기법 및 시스템 동학기법에 의하여 산출한 총 경제적 가치 산출액

과 CVM에 의한 총 경제적 가치 산출액을 상호 비교하면 <표 45>와 같으며 상호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두 기법에 의해 측정된 가치가 큰 

차이가 없으므로 본 경제적 가치 측정치는 신뢰성 있는 구간 내에 속해 있다 판단

된다. 

<표 44> 지불의사액 함수의 추정결과

변수명 계수값 T-통계량

상수항 -47.1613 -2.2136

가속기이용 경험 및 계획 유무 더미  12.3581 2.4199

가속기 중요성 의견  8.7355 2.4092    

연령  0.4371  1.7536

산업체 재직 더미 -14.6487 -3.0686

월 소득  2.0245  1.6423

                    ※: T-통계량은 Delta method에 의해 계산되었음.

<표 45> CVM에 의한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와의 비교

컨조인트 분석기법 및 
시스템동학기법

CVM

구분 총 경제적 가치 총 경제적 가치 비 고

75 백분위수값 4조 8,775억원/년 3조 4,577억원/년
우리나라 
총 가구의

지불의사액 기준

평균값 3조 3,812억원/년  2조 8,918억원/년
취업자 1인 이상 
가구(2000연도)의 
지불의사액 기준

25 백분위수값 1조 3,647억원/년 1조 6,621억원/년
7대 광역시 
거주 가구의

지불의사액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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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경제성 분석

1. 경제성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경제성(economic efficiency)은 투입대비 산출금액에 대한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산출금액 즉, 경제적 가치에 대한 예측이 이루어 졌으므로 투입예

산에 대한 추정만 하면 경제성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본 사업이 현재 프로젝트 

초기 단계이므로 현재 책정된 예산이 향후 변동될 가능성이 크다. 본 사업에 대한 

예산은 2005년 1월 31일자로 작성된 사업예산계획에 따라 작성된 것이다. 다만,  본 

사업은 사업연도의 개시일이 7월2일이므로 역년(calendar year)기준으로 한해의 개

시일인 1월 1일과 반년차이가 난다. 따라서 이를 수정하여 사업 연차별 예산을 역

년별 예산으로 변경하여 경제성 분석을 실시하 다. 2002년부터 가속기시설의 완공

시점인 2012년까지 본 사업의 예산은 정부 및 민간을 합하여 1,286억원이지만 이와

는 별도로 사업유치기관에서 사업부지를 포함하여 약 1,300억원의 건설자금을 부담

하여야 하므로 사업총예산은 2,586억원에 이른다. 

   정부 및 민간부담예산 중 기집행된 예산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사업예산계획

에 따라 연도별로 책정하 으며, 사업유치기관이 부담하는 1,300억원은 시설이 2006

년부터 착공될 것이라는 가정하에 사업종료시까지 186억원을 균등하게 배분하 다. 

   한편, 시설 완공이후부터 2030년 까지는 시설 유지비용으로 130억원이 추가적으

로 소요될 것으로 보았다. 이는 현재 운 되고 있는 PLS와 하나로의 경우 완공 후 

운 예산이 100억∼130억에 이르는 것을 참고하여 설정한 것이다. 

   이상의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분석을 해본 결과 <표 46>과 같다. 우선, 이용

가치만을 놓고 보면 투입대비 평균 74배의 경제적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비이용가

치인 홍보효과를 포함한 총 경제적 가치를 기준으로 하면 평균 189배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이용가치 중 산업계의 이용가치를 추출한 뒤 이를 

다시 부가가치율의 역수로 나누어준 ‘생산파급효과’의 경우에도 투입대비 79배의 경

제적 가치를 산출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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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 경제성 평가 일람표                                                                                                              <단위 : 억원,>    

구분
Project year

분석기간 제외 경 제 성 분 석    대 상 기 간

합계1차년 2차년 3차년 4차년 5차년 6차년 7차년 8차년 9차년 10차년 11차년 12차년 13차년 14차년 15차년 16차년 17차년 18차년 19차년 20차년 21차년 22차년 23차년 24차년 25차년 26차년 27차년 28차년

Calender 
year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본
사업단

정부출연금 80 97 139 130 167 146 136 115 84 65 - - - - - - - - - - - - - - - - - - 1,157 

기업부담금 9 10 16 19 20 21 14 11 6 4 - - - - - - - - - - - - - - - - - - 129 

합  계
(Project year 기준)

89 107 154 148 186 167 150 125 90 69 - - - - - - - - - - - - - - - - - - 1,286 

미집행 합계
(Calendar year 기준)

0 0 151 167 177 159 138 108 80 34 - - - - - - - - - - - - - - - - - - 1,014 

사업 
유치
기관

2006년도부터 
투자 가정

0 0 0 186 186 186 186 186 186 186 - - - - - - - - - - - - - - - - - - 1,300 

시설 
운영
비

2013년부터 
발생

0 0 0 0 0 0 0 0 0 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2,340 

① 2005년도 이후 
연도별 총 예산

0 0 151 353 363 344 323 294 265 22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30 4,654 

이용
가치

② 연간
이용가치

0 0 7,739 8,968 9,677 9,933 10,208 10,578 10,920 11,391 11,992 12,689 13,460 14,364 15,278 16,193 16,997 17,937 18,086 17,755 17,132 16,214 16,539 14,060 12,994 12,076 11,254 10,587 345,021 

경제성*

(②/①)
0 0 51 25 27 29 32 36 41 52 92 98 104 110 118 125 131 138 139 137 132 125 127 108 100 93 87 81 74 배

(평균) 

총   
경제적
가치

③ 연간 총 
경제적가치

0 0 19,933 22,940 24,753 25,408 26,112 27,057 27,936 29,139 30,676 32,458 34,431 36,743 39,081 41,421 43,479 45,882 46,262 45,416 43,823 41,475 38,724 35,966 33,241 30,885 28,788 27,080 879,109 

경제성*

(③/①)
0 0 132 65 68 74 81 92 105 132 236 250 265 283 301 319 334 353 356 349 337 319 298 277 256 238 221 208 189 배

(평균) 

산업적 
파급
효과

④ 연간 
생산파급효과

0 0 8,227 9,533 10,287 10,559 10,852 11,245 11,609 12,109 12,748 13,489 14,309 15,270 16,241 17,214 18,069 19,068 19,226 18,874 18,212 17,236 17,582 14,946 13,813 12,837 11,964 11,255 366,775 

경제성*

(④/①)
0 0 54 27 28 31 34 38 44 55 98 104 110 117 125 132 139 147 148 145 140 133 135 115 106 99 92 87 79 배

(평균) 

    

 * 경제성은 산출된 경제적 가치를 투입 예산(2005년도 이후 연도별 예산)으로 나누어 표준화 시킨 값으로서 경제적 효율성(Economic Efficiency)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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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표46>에 나타난 연도별 경제성 평가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47>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요약 (2005년∼2030년) 

경제성 평가 종류
경제성

(투입대비 산출가치 비율)
비 고

투입예산대비 총경제적 가치 평균 189배
(시설완공전)

  투입예산은 정부 및 사업

유치기관 예산 모두 포함

(시설완공후)

  연간 시설 운 비는 130

억원으로 추산

투입예산대비 이용가치 평균 74배

 투입예산대비 

생산파급효과가치
평균 79배

  또한 경제성의 연도별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1>부터 <그림 33>까지와 

같다.

  먼저 2005년에는 이용가치 및 총 경제적 가치의 경제성이 각각 51배 및 132배의 

경제성을 나타내고 있으나 2006년부터는 25배 및 65배로 감소한다. 그 이유는 사업

유치지역에 건설공사에 예산 투입이 개시되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한편, 2006년도 이후부터의 추세를 살펴보면 연도별 경제성의 전반적인 추이를 

살펴보면, 시설 완공 이전까지는 경제성이 점진적인 증가를 보이다가 완공이후인 

2013년도부터는 경제성이 급증하고 시설완공 10년 전후 시점인 2020부터 2022년 사

이에 최고 정점에 이른 뒤 점차 감소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완공 

이전에는 평균 260억 규모로 각종 건설 및 제작 예산이 투입되는 반면 산출측면에

서는 본 시설이 완공되지 못한 상태이므로 사업단내 소규모 가속기와 타 기관의 가

속기 이용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어 투입대비 산출효과는 타 시점에 비하여 낮은 편

이다. 그러나 시설이 완공된 이후에는 국내유일의 산업용 대용량 양성자가속장치로

서 그 활용이 증가되는 반면 투입예산인 시설 운 비는 연간 130억원(현재가치 기

준)으로서 시설건설기간내의 연평균 투입예산의 절반 규모로서 건설 기간 중 투입

된 예산의 절반 수준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경제성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성이 가장 극대화 되는 시점은 시설 완공 후 10을 전후로 한 2020년에서 

2023년이며 그 이후에는 점차 경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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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본 사업단의 경제성(투입예산 대비 총 경제적 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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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본 사업단의 경제성(투입예산 대비 이용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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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본 사업단의 경제성(투입예산 대비 산업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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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하나로의 경우 시설완공이후 평균 8배의 경제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그러나 하나로의 경제성 평가방법론과 평가 범위가 본 경제성 평가와 다

르기 때문에 그 수치만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 대신 연도별 경제성평가

의 추이를 상호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나로의 경제성 증감 추이를 살펴보면, 아래 <그림 34>과 같이 시설 완공 후 경

제성은 계속 증가하다가 시설 완공 후 10년 시점부터는 완만한 하강세를 나타내고 

있다. 본 사업의 경제성 평가 추세도 이와 유사하여 <그림 31>부터 <그림 33>에서 

살펴 보았듯이 시설 완공 후 지속적으로 경제성이 증가하다가 시설완공 후 10년경

과 시점인 2022년부터는 다시 하강세를 보이고 있다. 그 이유는 시설의 노후화도 

이유가 될 수 있으나 그 보다는 전 세계 가속기 관련 기술의 향상과 빔 응용기술의 

고도화로 인해 시설 사양이 시대적으로 진부화 됨으로 인해 본 시설에 대한 이용자

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간의 전 세계 가속기 시설의 증설과 신규 건설은 

모두 시설의 내구연한종료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술적 진부화를 개선하기 

위해 이루어 졌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적 진부화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2022년 이

전에 본 시설의 확장이나 사양의 업그레이드(Upgrade)가 이루어져야만 하므로, 본 

사업단이 장기 비전으로 설정한 1 GeV급으로 확장해야하는 근거가 된다.

<그림 34> 하나로의 경제성 분석 (투자대비 산출효과의 비율)

                       *출처 : 하나로 이용연구단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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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타 연구기관 및 연구개발사업과의 비교

   본 시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바탕으로 본 사업단 이외의 국내 정부출연연구소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들과의 경제성 평가 결과를 상호 비교하여 보았다. 여기에서 

인용된 출연연구기관의 성과는 개발기술의 구현가치와 미구현가치, 미래잠재가치를 

합산한 연구성과와 사업성과, 지원성과를 합산한 결과26)로서, 홍보효과와 같은 가치

는 제외된 것이므로 본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결과 중 이용가치와 가장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홍보효과는 타 연구개발사업과는 달리 사업유치지역

을 선정하고 그 지역에 시설을 건설하는 본 사업 고유의 특성이므로 경제성을 분석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가치이다.. 따라서 타 기관과 경제성을 상호 비교함에 

있어서 이용가치 기준과 총 경제적 가치 기준에 따라 각각 비교하 다.  

   우선, 국내 연구개발의 모태로서 국내 최대 기초과학기술 국책 종합연구기관인 

KIST의 경우 대표적 연구 성과인 PET필름은 투입대비 산출효과가 무려 824배에 

달하는 것으로 계산됐으며 CFC 대체물질의 경우는 243억원을 투입해 8.1조원의 가

치를 보여 투입성과가 335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 82년부터 시작된 

리파마이신 연구과제의 경우는 5억7천만원을 투입, 1천335억원의 연구개발 가치를 

나타냈다. 이처럼 KIST는 총 55조7천447억원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했으며 설립 이

후 현재까지의 총 투입 금액이 1조7천억원이므로 전체 투입대비 성과는 33.1배다.

   또, BT분야 최대 정부출연 연구기관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의 10조4천873

억원의 가치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됐으며, 최근 10여 년간 투입대비 성과가 28.6배

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었다. KRIBB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를 지난 1995년부터 2003

년까지의 기간을 분석대상으로 추정한 결과 2003년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0조4천

873억원으로 계산됐다. 투입대비 연구성과 가치는 28.62배에 달한다. 이 기간중 

KRIBB의 투입연구비 총액은 3천664억원이다. KRIBB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는 연

구성과에 대한 구현가치(6천992억원), 미구현가치(2천97억원), 기관외 구현가치(1천

398억원)를 합한 값이다. 특히 KRIBB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의 암 유전체 연구

분야는 오는 2015년부터 2060년까지 131.3조원의 국가 경제에 기여할 것으로 나타

났다. 2014년까지 10년동안 1천415억원이 투입되는 이 대형 연구프로젝트의 순수 

26) 설성수, '소관 연구기관 성과분석 및 경제사회적 기여전략 연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

협회, 2005 및 http://www.hellodd.com/Kr/DD_News/Article_View.asp?Mark=8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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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 가치는 21.8조원이며 투입대비 성과가 154배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상의 타 정부출연구소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을 정리하면 아래 <표 

48>과 같다. 결론적으로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사업 전체 수준에서 타 기관과 비교

했을 때, 본 사업의 경제성은 상당히 우수한 편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가방법론 

측면에서 본 사업에 대한 경제평가 방법론과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으므로 평가결

과의 단순 비교는 다소 무리가 있다.

<표 48> 정부출연연구소 및 관련 연구개발사업의 경제성 비교 

연구기관

경제성

(투입대비 

산출가치 

비율)

성격

비 고사전평가

(미래예측)

사후평가

(과거분석)

연구소 

또는 

연구개발

사업의

경제성

한국생명공학연구원(KRIBB) 33.1배 - ○
최근 10여 년간 투입대비 성과

 (10조4천873억원 효과)

 KIST 33.1배 - ○
1966년부터 현재까지

(55조7천447억원 효과)

한국원자력연구소

하나로 사업
8.0배

*
- ○

완공이후 현재까지

 암 유전체 연구분야

(KRIBB 인간유전체기능연구사업단)
154배 ○

2015년부터 2060년

(131.3조원 효과)

본 사업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

74배

(이용가치

기준임)

○ -

2005년부터 2030년 까지 예측

(사업기간은 2002년∼2012년)

홍보효과까지 고려하면 189배

개별기술

개발의

경제성

PET필름 개발(KIST) 824.0배 - ○ -

 CFC 대체물질 개발(KIST) 335.0배 - ○ (8조 1천억원 효과)

리파마이신 연구(KIST) 233.0배 - ○ 1982년부터 현재까지

* 하나로 사업은 측정체계와 방법론이 다른 기관과 상이하므로 단순비교는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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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및 결과

  양성자가속기시설은 21세기 미래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 ET), 우주기술(ST), 의료분야 등 차세대 과학기술기반 산업과 기

초과학발전에 중요한 몫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이다. 현재 본 사업과 같은 

대형국책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는 만큼 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

를 필두로 한 타당성평가가 매우 필수적인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본 사업

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분석하여 국가 R&D 

사업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재원을 확보 및 국가 예산의 효율적인 분배에 관

한 정책의사결정의 객관적인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분석 결과

는 본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인식 제고를 위한 핵심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또한, 본 사업은 2002년 9월에 출범한 이후 사업1단계(2002. 9 ∼ 2005. 6)동안 

가속기제작 및 건설, 빔이용 분야 등 사업전반에 걸쳐 기술의 축척을 이루어 왔으

며, 축척된 기술을 바탕으로 기술실용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

로 사업2단계에 서는 보다 더 활발히 사업의 추진과 기술의 실용화를 도모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사업단은 경제성평가 및 관련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향후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재고하고 사업추진의 전략적 의사결정을 하기위한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내부 정책 의사결정시 객관적 자료의 활

용을 통해 향후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경제적 가치를 이용가치, 홍

보가치, 총가치 등 3가지로 분류하여 평가하 다. 특히 양성자가속기시설이 아직 개

발이 진행 중이고 또한 기초과학 연구시설이기 때문에 비시장재적 특성을 가지므로 

국내외 학계에서 시장이 아직 존재하지 않는 비시장재의 가치평가 연구에 주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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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되고 있는 컨조인트분석기법을 이용하여 1인당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가치를 평가

하 고, 시설의 향후 이용자수를 시스템 동학기법으로 추정하여 1인당 양성자가속

기시설의 가치를 곱해주어 총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 다. 또한,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CVM에 의한 총 경제적 가치평가를 실시하 으

며 두 방법에 의한 평가 결과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어 경제적 가치 평가 결과가 

신뢰성이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가치 분석결과는 요약하면 아래 <표 

49>와 같다. 25 백분위수 값, 평균 값, 75 백분위수 값을 구하 으며 이 중에서 평

균값을 채택하여 아래 <표 50>과 같이 투입대비 산출효과 경제성을 분석하 다. 그 

결과 이용가치 기준으로 평균 74배의 경제성을 나타내었으며 타 연구기관이나 연구

개발사업과 비교하여 우수한 편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경제적 가치 예측 요약(2005년∼2030년)  

구 분

개별 속성별 가치
총 

경제적 가치
생산파급효과

이용가치 홍보가치

25

백분위수값

연평균 5,335억원/년 8,312억원/년 1조 3,647억원/년 5,691억/년

누적 13조 8,716억원 21조 6,105억원 35조 4,821억원 14조 7,462억원

평균값
연평균 1조 3,219억원/년 2조 593억원/년 3조 3,812억원/년 1조 3,790억원/년

누적 34조 3,686억원 53조 5,426억원 87조 9,112억원 36조 5,355억원

75 

백분위수값

연평균 1조 9,047억원/년 2조 9,728억원/년 4조 8775억원/년 2조 248억원/년 

누적 49조 5,779억원 77조 2,371억원 126조 8,150억원 52조 7,037억원

<표 50>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요약(2005년∼2030년) 

경제성 평가 종류

경제성

(투입대비 

산출가치 비율)

비 고

투입예산대비 총경제적 가치 평균 189배 (시설완공전)

  투입예산은 정부 및 사업유치기관 

예산 모두 포함

(시설완공후)

  연간 시설 운 비는 130억원으로 

추산

투입예산대비 이용가치 평균 74배

 투입예산대비 

생산파급효과가치
평균 79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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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과제

   본 연구를 통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실시하

다. 2002년에 출범하여 2012년 까지 건설기간만 10년이며, 시설 완공 후에도 2030년 

까지 현 시설 규모를 바탕으로 이용되는 것을 가정하여 현 시점(2005년 6월)에서의 

경제성 평가 예측을 하 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미래에 대한 예측은 그 과정상에서 많은 가정이 수반된다. 

본 경제성평가도 과거의 실적에 대한 사후적 집계가 아니라 향후 미래에 대한 예측

이므로, 여타의 예측기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 즉, 설정된 가정의 타당성에 따라 예

측결과의 신뢰성도 좌우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가 지닌 한계를 좀 더 자

세히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첫째, 1인당 경제적 가치 측정 과정에서의 한계이다. 본 연구에서는 1인당 경제

적 가치 측정을 위한 방법론으로 컨조인트분석을 사용했다. 그러나 이 방법론은 설

문대상자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지식에 기초하여 응답한 주관적인 만족도를 객관적

인 화폐단위로 전환시켜 주는 기법이다. 즉, 경제성 평가 대상에 대하여 잘 알고 있

을수록 그 결과에 대한 신뢰도는 높다. 따라서 본 사업과 같이 미래첨단기술이나 

시설에 대하여 지식이 부족한 경우 경제적 가치에 대한 평가가 고평가 혹은 저평가 

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로 인한 경제적 가치의 왜곡을 검증하기 위해 

컨조인트분석에 의해 도출된 본 사업의 총 가치를 CVM에 의해 도출된 총 가치와 

상호 비교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분석결과 양 방법론에 의한 경제적 가치는 95% 정

도 일치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적어도 현재 이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정보를 바

탕으로 예측한 값이 타당하다는 것을 입증한다. ‘타당’이라는 의미는 평가결과가 실

제 가치를 정확히 반 하는 것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현 시점에서 이용가능한 모든 

정보와 방법론을 바탕으로 검증 가능한 수준의 측정값을 도출했다는 것을 의미한

다. 미래에 대한 예측은 시간이 경과될수록 관련 정보의 획득범위가 넓어지게 되고 

예측치는 정확하게 된다. 즉, 현 시점에서 타당한 평가결과를 도출하 다는 것이므

로 향후 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새로운 상황이 발생 또는 변경될 경우 가치평

가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경제성 평가는 일회성으로 그쳐서는 안 되며 지속적으

로 실시해야만 한다.  



109

   둘째, 이용자수 추정 과정에서의 한계이다. 1인당 경제적 가치 추정과 마찬가지

로 이용자수의 추정도 미래에 대한 예측이므로 동일한 한계를 가치고 있다. 즉, 추

정 시뮬레이션에 이용된 각종 변수들과 계수값의 가정이 현재 시점에서 이용 가능

한 정보를 기반으로 추정된 것이다. 즉, 진실한 값을 반 하기 보다는 현재 시점에

서 타당한 정보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현재 시점에서 타당한 값을 추정하는데 

목표를 두고 추정하 다. 즉, 이용자수 추정 시뮬레이션을 위해 필요한 각종 변수 

값과 계수값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의 실제 과거 자료에 근거하여 산출하 다.  

또한, 시뮬레이션에 의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연도별 빔 이용자수도 이에 대한 타당

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이미 운 되고 있는 국내외 타 유사 시설의 이용자 

실제 발생 자료와 비교하 다. 그 결과 실제 운 되고 있는 타 시설의 이용자수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예측치임이 판명되어 예측결과에 대한 타당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었다.  

   셋째, 시뮬레이션을 위해 입력된 변수들이 예측기간 내에서 시간적 경과에 따라 

상황의 변화를 반 한 다양한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하지 못하고, 평준화된 한 가

지 분포만을 가지는 것으로 가정한 점이다. 예를 들어, 특허 단위당 가속기 이용자 

유발계수는 2030년까지 동일한 평균값과 분산을 가지는 것으로 설정하 지만, 시설

이 완공되기 전과 완공되고 난 이후 양성자 빔 이용이 활성화되는 상황적 변화를 

반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2005년부터 2030년까지 산출된 각 연도 경제적 

가치의 분산이 연도별로 거의 동일하다. 이는 현 시점이 본 사업 수행의 초기 단계

로서, 분포의 다양한 설정에 필요한 근거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며, 향후 

사업이 진행되면서 실제 근거 자료가 확보되면 기간별로 다양한 변수분포를 설정해 

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전술한 바와 같이 평준화 개념의 특성상 특정 예측 

구간에서의 왜곡은 있어도 예측 기간 전체에 있어서는 왜곡이 양(+)또는 부(-)의 왜

곡이 서로 평준화 되므로 누적 경제적 가치나 연평균 경제적 가치와 같은 예측기간 

전체에 걸친 평가결과는 왜곡이 없다고 본다.  

   넷째,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경제적 가치의 분포가 비교적 크다는 점이다. 

즉, 25 백분위수값(percentile)과 평균값(average), 그리고 75 백분위수값(percentile) 

등 세 가지 값에 대한 값의 차이가 크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이용 가능한 정보의 양이 적은 관계로 인해 시뮬레이션 입력 변수와 계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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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값의 분포를 좁히지 못하고 여유 있는 범위까지 크게 포함하 기 때문에 발

생한 것이다. 따라서 향후 재평가 시에는 좀 더 많은 정보를 확보하여 변수와 계수

값 각각의 범위를 좁히거나, 예측 기간별 특성을 반 하여 기간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투입대비 산출효과에 의해 경제성 평가를 구하 으나, 투입예산도 향후 

변동가능성이 있다. 즉, 현재는 프로젝트의 초기이므로 향후 투입예산은 변동가능성

이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의 경제성 평가에 이용된 투입예산은 현재 시점까지 

확정된 값을 반 하 으므로 향후 투입예산이 변동되면 본 사업의 경제성 평가도 

변동될 수 있다. 다만, 현 시점에서의 경제성 평가가 타당성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

하여 현재 가동되고 있는 국내외 유사 시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 자료와 비교하 으

며, 그 결과 기존 시설에 대한 경제성 평가결과와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 

존재함을 확인 하 다.

   본 경제성 평가는 현재 프로젝트가 출범한지 채 3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용 

가능한 자료를 기반으로 행해진 것이다. 따라서 예측 모형을 보다 세분화 시키지 

않고 가급적 단순화 시켰다. 그 이유는 프로젝트 초기인 현 시점에서는 논리성 없

는 복잡한 모형을 수립하는 것 보다는 논리적으로 단순한 모형을 수립하여 객관적

으로 검증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더 많은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대신 향후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이용 가능한 정보가 증가되면 이를 반 하여 보

다 상세화된 예측 모형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경제성 평가는 향후 

지속적으로 재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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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경제성평가 첨부자료: 설문지>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경제적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가치 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평가양성자가속기시설의 경제적 가치 평가

   ID (           )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과기부 주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하나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
발사업에 의해 추진 중인 100 Mev 20mA 급의 선형 양성자가속기 건설 및 이용에 
대한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것입니다. 설문조사에 대한 여러분의 응답결과
는 통계분석 과정에서 무기명으로 처리됩니다. 연구와 업무로 바쁘신 중에도 설문
조사에 참여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05. 3
                  한국원자력연구소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단장   최병호 

 다음의 질문을 귀하에게 드립니다.  잘 읽어보시고 답하여 주십시오.

1. 귀하께서는 양성자가속기를 이용하셨거나 앞으로 이용하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 )
① 있다. (실제 혹은 예상 연간사용시간:         ) ② 없다

2. 귀하께서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이 과학과 경제 발전에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그저 그렇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3. 귀하의 연령은?   (만        세)
4. 귀하의 교육수준은? ( ) ① 학사 ② 석사 ③ 박사
5. 귀하의 재직 분야는? (       ) ① 학교  ② 연구소 ③ 기업체(산하 연구소 포함)
6. 귀하의 전문 분야는?  (            )    예) 물리학
7. 최근 5년 이내 주 관심 연구 분야는?   
    ☞복수 기재 가능, 예) 양성자 빔을 이용한 유전자 돌연변이 연구
    (                                                                          )
8. 최근 5년 이내  연구과제당 예산은 평균 어느 정도 입니까?   ( )  만원
9. 귀 가정의 월평균 소득(모든 가정구성원 소득의 합계)은? (    )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300만원 미만  
④ 300만원~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500만원 미만   ⑥ 500만원~600만원 미만
⑦ 600만원~700만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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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이용가치 평가를 위한 질문입니다.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이용자들이 가속기시설을 이용함으로써 얻는 만족감은, 시설의 속성
(에너지 크기, 빔전류 크기, 위치, 편의시설의 다양성, 지원시설, 다른 연구자와의 교류가능성, 
시설이용료)에 따라 다를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속성의 조합을 갖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이 있
다면 어느 시설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선택 난에 O표를 해주십시오.

(참고사항)

❋1. 이용자편의시설 항목에서 각 숫자는 다음을 의미합니다.
     1: Guest House
     2. Guest House + Guest용 연구공간
     3. Guest House + Guest용 연구공간 + 인접기반시설(병원,도서관,할인점,시장 등)
❋2. 현재 양성자가속기의 시간당 이용료는 국내는 30만원 수준이며, 해외는 50~85만원 수준

입니다 (교통비, 숙식비 등의 기타비용은 제외한 것임)
❋3. 연간 시설 이용자 수는 국내 가속기시설은 700~1300명 수준,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해

외 A가속기의 경우 6500명 수준입니다.
[설문 10] 

양성자
가속장치 
에너지 

양성자
가속장치 
빔전류

위치
이용자 
편의시

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교류가능한 
연구자 수
(연간 시설
이용자)

시설이용료
(시간당)

선택(O)

시설 
A

50 GeV 2 mA 일본/중국 1 기술지원팀+
연구부대시설

3000 33만원

시설 
B

400 MeV 10 mA 국내 2 연구부대시설 1300 70만원

시설 
C

100 MeV 0.15 mA 유럽/미국 1 기술지원팀 6500 20만원

[설문 11] 

양성자
가속장치 
에너지 

양성자
가속장치 
빔전류

위치
이용자 
편의시

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교류가능한 
연구자 수
(연간 시설
이용자)

시설이용료
(시간당)

선택(O)

시설 
A

3 GeV 2 mA 유럽/미국 1
기술지원팀+
연구부대시설 1300 50만원

시설 
B

400 MeV 0.15 mA 일본/중국 0 연구부대시설 6500 20만원

시설 
C

50 GeV 10 mA 유럽/미국 3 없음 700 70만원

[설문 12] 

양성자

가속장치 

에너지 

양성자

가속장치 

빔전류

위치

이용자 

편의시

설

기술지원팀 

및 

연구부대시설

교류가능한 
연구자 수
(연간 시설
이용자)

시설이용료

(시간당)
선택(O)

시설 
A

3 GeV 2 mA 유럽/미국 2 기술지원팀 700 20만원

시설 
B

50 GeV 10 mA 국내 1
기술지원팀+
연구부대시설

6500 50만원

시설 
C

400 MeV 0.33 mA 유럽/미국 3 연구부대시설 3000 3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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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양성자가속기시설의 홍보효과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양성자 가속기는 기초과학연구 뿐만 아니라  암 치료 등 첨단의료기기 개발, 유전자 조작, 
농산물 저장, 반도체 생산, 육종 등 21세기 미래 산업인 정보기술(IT), 생명공학(BT), 나노기술
(NT), 환경기술(ET), 우주기술(ST) 등 첨단산업에 활용됩니다. 따라서 양성자 가속기 시설이 
들어서면 기초과학 및 최첨단 산업응용 연구가 활발해져 유치지역이 연구중심지로 부상되고, 
관련 첨단시설도 잇따라 들어오기 때문에 지역 및 국가의 홍보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양성자가속기가 건설되었을 때 산학연 이용자들이 이용함으로써 생기는 이용가치를 100으
로 보았을 때, 다음 부문의 상대적 가치는 각각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13. (국내홍보효과) 양성자가속기가 위치한 국내 지역이 국내 타 지역에 비해 갖는 홍보효과 
가치.    (             %)

14. (해외홍보효과) 양성자가속기가 생김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기술수준 신뢰 향상, 국제적 
지위 향상, 우리나라의 기술 수출 및 수주활동 촉진 등, 국제시장에서 한국이 갖는 홍보효과 
가치.    (             %)

 다음은 양성자가속기시설의 총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양성자가속기는 21세기 기초과학연구와 지식기반 산업에 없어서는 안 될 최첨단 필수시설
이기 때문에 세계 각국은 양성자 가속기 기술선점에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도 현재 2012년 완공을 목표로 1억 전자볼트( 100 MeV, 20mA)급 양성자 가속기를 건설할 
계획이며, 완공 후에도 지속적인 확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양성자가속기를 건설하고 
운영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필요로 합니다.  

   이제 다음 문항에서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양성자가속기시설을 
건설하고 관리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확보하기 위해 귀하의 가정에서는 얼마만큼의 비용을 세
금과 같은 방법으로 부담하실 의사가 있는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귀 댁의 소득과 지출을 고
려하신 후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15. 양성자가속기시설의 건설 및 운영 경비를 확보하기 위해 귀 댁에서는 매월 7,000 원을 
세금을 통해 추가적으로 지불하실 의사가 있으십니까 ?      (      )
① 예 ② 아니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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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 과제 선정시점에서 과제에 대한 화폐적가치 측정을 통해 경제성 여부를 사전에 추정

  □ 추정한 경제적 직접효과에 위험을 반영하여 달성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TRE Score

     (기술성, 자원성, 경제성을 고려한 점수) 측정  

  □ 경제적 직접 효과와 실현가능성의 2차원적(2 by 2) 사업 포트폴리오 관리  

  □ 과제 수행과정에서 개발기술의 실용화 유도를 위한 실용화 전략관리시스템에 활용

2. 평가 내용

 □ 경제적 직접효과(Y축) :

  - 개발기술 적용 가능한 매출액(과책 제시금

액)

     ▶ 예상 시장규모 → 시장 점유율/매출액 

→

        순이익율/순이익

       (기술도약부터 쇠퇴기까지의 합 : 2005년 -2030

년)

 □ TRE Score (X축) : 

  1) 기술성 ( Technology ) : 핵심기술의 가치성 

  2) 자원성 ( Resource )   : 인적 및 물적 자원 

                                           3) 경제성 ( Economy )    : 시장성 

3. 평가 기준

  □ 사업 2단계 사전 경제성 평가과제 :

     -가속장치개발 분야 : 2개 과제

     - 빔 이용 및 가속장치응용 분야 : 8개 과제

  □ 사전 경제성 평가범위 :

     -과제책임자가 제시한 매출액 및 TRE 점수를 그대로 집계 및 도식화

      (제시된 매출액 및 TRE 점수는 사업단 분석이 반영되지 않음)

  □ 매출액 고수익/저수익 과제구분 기준 :

     -투자연구비의 14배(투자액☓1.3배, 10년)인 70억을 기준으로 구분

      ▶ 70억원 이상 (고수익, High) ,  70억원 이하 (저수익, Low)

  □ TRE 사업실행 가능성구분 기준 :

     -기준 점수 : 70점 (40 - 100점의 중간)

      ▶ 0-40점 : 낮음(Low),  41-70점 : 중간(Medium),  71-100 : 높음(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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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체 과제 평가 결과

  [사전 경제성 평가 결과] : 사업단 평가

     1)  예상 총 매출액  : 7054 억원     2)  TRE 점수 : 61점

  
y축 총 매 출 액)       7054억원  ☞ 연평균   :   282 억원

x축 목표 달성가능성( )        61점  ☞ 분석기간 :  2005-2030

<매출액/ 산> 그래

  [사전 경제성 평가 결과] : 과제책임자 평가

     1)  예상 총 매출액  : 7.3조      2)  TRE 점수 : 평균 62 점

  
y축 목표(경제적 직접효과=총매출액)        72812 억원  ☞ 연평균   :   2912 억원

x축 목표 달성가능성( )         평균 62점  ☞ 분석기간 :  2005-2030

<매출액/ 산>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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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
NPV 추정 근거

과제 사업단

A12

TRE 55 54 

14
 기업의 자본규모, 제품화까지 상시간 고려

 기술의 성숙기로서 경쟁 치열 시장진입과 시장에 한 이해 필요
매출

액
788 255 

A22

TRE 64 56 

3

 제품화까지 3-4년 소요 

 형 연구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야하는 특성상 2013년까지 안정  매출 기 , 이후

에는 경쟁력이 건

매출

액
4131 283 

B21

TRE 59 59 

23
 제품화까지 상기간 2007년부터 시장진출 상

 첨부자료 근거로 과제책임자의 의견 반
매출

액
609 602 

B31

TRE 66 72 

33

 쓰 기 투의 국내 연 평균시장이 300억이지만 기업 자본구조를 고려 매출액 추정.

 주어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580억까지 성장할 것이라 추정되었으나 재  

상황은 그에 도달하지 못하 으며 정부에 규제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시장

 가격 경쟁력에서 우 를 차지할 수 있음

매출

액
13125 1310 

B32

TRE 72 55 

8
 기업 자본 규모가 10억 이하 최 가능 매출추정

 시장규모, 수명주기에 한 과제 책임자의 직  의존
매출

액
126 98 

B41

TRE 71 67 

17

 기업의 자본규모는 세하나 기술은 태동기로서 발 가능성이 큼.

 재 국내에서 보면 그동안 해외에서 의존하던 시장이므로 기술 태동기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성개발의 수요가 증 하고 성 기술의 국산화가 가속되면 시장 증가

할 것.

매출

액 
792 484 

B51

TRE 76 62 

5
 의료용으로서 고부가가치가 기 되나 온 히 직 에 의존하는 시장

 제품화까지 상당한 기간이 필요하므로 기 상 매출액은 크나 재가치는 작음
매출

액
1371 485 

B52

TRE 71 59 

3

 의료용으로 용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첨부된 근거 자료의 

부족하여  참여기업의 자본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 추정.

 기 시장으로서 주문자 생산에 주력하여야 함.

매출

액
8932 620 

B61

TRE 68 67 

2

 재 방사선 이용기간을 고려할 때 잠재된 시장은 45억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서 

섬  라스틱 검출기를 제작한다면 방사선  방사능 측정기를 처할 것으로 

 주로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 고 시장성 항목은 근거 련 자료에 한 구체

 데이터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구체 인 단가 산정으로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매출

액
226 97 

B71

TRE 73 61 

18

 보석발색기술: 기존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생산비 감율이 히 크거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인 경우는 시장 진입이 쉬우나 소비자의 

기호도에 따른 기술의 경우 변동성이 큼.  기업자본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 조정.

 녹즙기기어표면: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있어 기존공정 비 생산비 감율이 히 

크지 않다면 진입까지의 험이 높음

 시계부품표면: 기존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이 필요

매출

액
6300 710 

B81

TRE 65 64 

66

 PCB드릴: 실제 기업의 비용을 감하기 한 기술이며 실제 생산량에 비례한 비용

감소가치  기업의 매량을 근거로 추정함.

 습식크롬도 :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기존시장을 체하는 잠재시장.   

 기업의 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매출액을 조정함.

 BLU :시장이 워낙 방 하므로 수요가 많으나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므로 기업의 자

본규모 근거로 추정하고 기술의 후기로 갈수록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상

매출

액
39270 2120 

평균 67 61 

사 경제성 평가 결과 비교: TRE사업타당성 수 & 매출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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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에 지 가속장치 원계통   

개발

과제코드 A-1-2

과제책임자 권  

분야 가속장치 개발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5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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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40 60 80 100

`

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255억
  → 연평균 : 25.5억

목표 달성가능성( ) :     54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35 40 45 50 30 25 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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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발생기간: 2007-2014  

◎ 매출액 추정

- 규모 장치 사업의 규모  산에 많이 좌우됨

- 기업의 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기존의 상 매출액을 하향 조정하 음.

◎ 기술의 경제  수명: 가속기 개발완성 시 까지(10년)

- 재 시장은 속한 시장 성장기를 거쳐 완만한 증가를 하는 성숙단계이며 규모 장치 사업의 규모  산

에 많이 좌우 되며, 건설 이후에는 유지, 보수 개념이므로 가속기 개발 완성 시 까지로 가정하 다.

◎ 할인율

- 기술의 성숙기로서 경쟁 산업 내에서 과거의 이익구조가 안정 이고 미래 이익에 한 측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보이나  신장 진입등 불확실한 것을 참조 20%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기술성 항목은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 음

- 시장성 항목은 근거 련 자료에 한 구체 인 데이터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험을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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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5% 5%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30% 3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2 10% 1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1 20% 2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1 10% 1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2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40% 4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1 10% 1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2 20% 2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3 5% 5%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2 10% 10%

합                       계 100% 100% 56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1 5% 5%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15% 3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3 5% 5%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15% 15%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20% 2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2 40% 4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30% 15%

합   계 100% 100% 53  합                     계 100% 100% 53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53 50% 30%

56 30% 30%

53 20% 40%

총  54 

◎ 결  과

단위:억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35 40 45 50 30 25 20 10

순이 익률 15% 15% 15% 15% 15% 15% 15% 15%

상  순이 익 5.25 6 6.75 7.5 4.5 3.75 3 1.5

재 가치 3.04 2.89 2.71 2.51 1.26 0.87 0.58 0.24 

To t al  NP V 14.11 

총매출 255 연평균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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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고출력 고주 원 개발

과제코드 A-2-2

과제책임자 고 승 국

분야  가속장치 개발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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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283억
  → 연평균 : 12.8억

목표 달성가능성( )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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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2009-2030년  

◎ 매출액 추정: 

- 형 연구 개발 사업과 연계되어야 하는 특성상 2013 년까지는 안정 인 매출 기

- 제품화까지 3-4년 상되므로 2009년부터 매출발생 측.

- 기업의 자본규모를 고려하 으며 시장규모의 측은 공신력 있는 자료가 첨부되지 않고 과제책임자의

  단에 의존하 음을 미루어 이후의 매출은 험을 고려하 음.

◎ 기술의 경제  수명: 

- 기술의 산업화는 태동기와 시장 도입단계이므로 매출의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험 역시 높음.

- 근거 자료의 부족하고 과제 책임자의 단에 의존됨

◎ 할인율

- 기술의 태동기와 시장 도입단계로서 과거의 이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6% 할인율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기술성 항목은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 음

- 시장성 항목은 근거 련 자료에 한 구체 인 데이터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험을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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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8 10 15 20 30

순이 익률 0.1 0.1 0.1 0.1 0.1
상  순이 익 0.80 1.00 1.50 2.00 3.00 

재 가치 0.25 0.25 0.30 0.31 0.37 
To t al  NP V 3.30 

총매출 283 연평균 12.86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25% 25%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20% 2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2 10% 1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3 25% 25%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1 10% 1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4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15% 15%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2 10% 1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2 20% 2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4 10% 1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1 20% 20%

합                       계 100% 100% 53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1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25% 4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1 5% 5%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25% 3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5% 5%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2 30% 1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20% 20%

합   계 100% 100% 64  합                     계 100% 100% 52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64 40% 20%

53 40% 20%

52 20% 60%

총   56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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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Ion-cut에 의한 GOI 웨이퍼 제조
기술 개발

과제코드 B-2-1

과제책임자 우형주

분야 NT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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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00

600

800

40 60 80 100

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619억
  → 연평균 : 41.2억

목표 달성가능성( ) :     5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3 2014 2015

매출

액 
16 18 18 28 38 55 60 65

0

20

40

60

80

100

2005 2010 2015 2020 2025 2030

분석기간: 2007-2020  

◎ 매출액 추정: 

- 웨이퍼 매출은 세계 으로 연간 약 20억불 정도로 화합물 반도체 시장  규모가 가장 크며, 

  연간 20 - 30%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기업의 자본규모를 고려하여 최  발생가능 매출액 추정.

- 2007년경 시장진출이 가능할 것으로 상.

1. http://www.reed-electronics.com/SEMICONNDUCTOR/index.asp?layout=articlePrint&atricleID=CA254437

2. http://www.strategyanalytics.com/pdfs/gass.pgf

◎ 기술의 경제  수명: 

- 재 시 은 기술 태동기로서 Ion-cut을 이용한 GOI 양산제조기술은 아직 확립되어 있지 않고 있음

기술의 산업화는 태동기와 시장 도입단계이므로 매출의 발생가능성이 높지만 험 역시 높음.

- 근거 자료 있으며 가정 명확하여 과제책임자의 추정 반 .

◎ 할인율

- 기술의 태동기이긴하나 Ion-cut을 이용한 SOI웨이퍼가 2003년부터 시 되고 있으므로 

기존의 이익구조가 존재함.(20%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과제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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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책 사업단

60 35% 35%

59 35% 35%

57 30% 30%

총   59 

단위:억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16 18 18 28 38

순이 익률 20% 20% 25% 25% 25%
상  순이 익 3.2 3.6 4.5 7 9.5

재 가치 1.85 1.74 1.81 2.34 2.65 
To t al  NP V 22.6

총매출 602 연평균 40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19% 19%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17% 17%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2 14% 14%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2 18% 18%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2 8% 8%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5 13% 13%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13% 13%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0 12% 12%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2 19% 19%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3 11% 11%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2 17% 17%

합                       계 100% 100% 59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2 20% 2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30% 3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1 11% 11%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22% 22%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8% 8%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3 18% 18%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2 30% 30%

합   계 100% 100% 60 합                     계 100% 100% 57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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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양성자빔을 이용한 환경친화  
유용유 자원 개발

과제코드 B-3-1

과제책임자 김 인 규

분야 BT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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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218억
  → 연평균 : 27.6억

목표 달성가능성( ) :      72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

매출액 20 30 35 40 45 50 60 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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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 2007-2030

◎ 매출액 추정: 

- 기업의 규모와 체 생분해성 라스틱 시장 규모를 주어진 자료에 근거하여 추정.

- 쓰 기 투의 국내 연 평균 시장이 300억이지만 기업의 자본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 추정.

- 주어진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까지 580억까지 성장할 것이라 추정되었으나 재 상황은 

  그에 도달하지 못하 으며 정부에 규제에 따라 변동성이 큰 시장

    1.  해외생분해성 라스틱 연구개발 황: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03.12보고서

    2.기술가치평가보고서(KISTI)  서울경제신문(2001.3.21)에 근거한 추정치

    3.복합분해 라스틱: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정해순, 임 , 원동규(KISTI 보고서 p.60)

◎ 기술의 경제  수명: 

- 1970년 부터 언 되었고 1980년 의 개척기와 1990년 의 개발기를 거쳐 2000년 에 도입기.

- 1997년 생분해성 연구개발이 감소되었다가 정부의 라스틱 폐기물에 한 규제가 확 되면서 

  활발히 개발되는 실정.

- 기술의 후기로 갈수록 모방기업의 출 이 우려되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상됨

◎ 할인율

- 존하는 시장으로 진입에 무리가 없으며 정부의 규제가 강화된다면 험이 낮을 것으로 상됨(20%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첨부자료에 참고하 으며 과제책임자의 의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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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책 사업단

56 40% 30%

67 30% 20%

88 30% 50%

총   72

단위:억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20 30 35 40 45

순이 익률 25% 25% 25% 25% 25%
상  순이 익 5 7.5 8.75 10 11.25

재 가치 2.89 3.62 3.52 3.35 3.14 
To t al  NP V 33.4

총매출 218 연평균 27.65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30% 30%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10% 1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2 10% 1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1 10% 1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2 10% 1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3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5% 5%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5 10% 1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1 30% 3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2 10% 1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3 10% 10%

합                       계 100% 100% 67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3 5% 5%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3 20% 3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2 10% 10%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3 30% 4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30% 3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3 20% 2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2 30% 10%

합   계 100% 100% 56 합                     계 100% 100% 88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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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양성자 빔 이용 화훼  채소 고
부가 신품종 개발  변이체 해
석

과제코드 B-3-2

과제책임자  이  일

분야 BT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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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88억
  → 연평균 : 14.6억

목표 달성가능성( )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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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11 12 15 2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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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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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2006-2010  

  ◎ 매출액 추정: 

- 재 체의 시장은 기존의 제품을 뛰어넘는 품종 개발 시 부가가치를 올릴 가능성 있으나 경쟁이 치열함.

- 시장의 추정에 첨부된 자료가 없음

- 10억 미만의 규모의 기업에서는 기업의 자본을 당해연도에 모두 동원한다하더라도 

  자본의 100%가 넘는 매출을 기 하는 것은 불가능. 

-제품화까지의 상기간이 상당히 소요됨

◎ 기술의 경제  수명: 

- 재 유통되는 상품이 존재하는 시장 성장기

◎ 할인율

- 제품화가 되기까지 상기간은 4년-5년으로 시장이 성숙해가는 과정이므로 시 한 제품화 필요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20% 용)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시장이 경쟁이 치열하고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건이므로 시장성에 가 치를 부여함.



13

단위:억

2006 2007 2008 2009 2010

매출액 11 12 15 20 30

순이 익률 15% 15% 15% 15% 18%
상  순이 익 1.65 1.8 2.25 3 5.4

재 가치 1.15 1.04 1.09 1.21 1.81 
To t al  NP V 6.28

총매출 88 연평균 14.6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20% 10%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30% 1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1 5% 5%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3 10% 1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2 10% 1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5 2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20% 2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5 10% 1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2 20% 4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4 20% 3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3 5% 5%

합                       계 100% 100% 71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1 10% 3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20% 3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1 10% 5%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30% 2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2 10% 1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3 10% 1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2 40% 40%

합   계 100% 100% 59  합                     계 100% 100% 43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59 50% 20%

71 20% 20%

43 30% 60%

총 55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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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우주부품 내방사선 시험기술 개
발 연구

과제코드 B-4-1

과제책임자 민 경 욱

분야 ST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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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484억
  → 연평균 : 26억

목표 달성가능성( ) :      6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매출액 6 8 10 12 14 16 18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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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2008-2026  

    

◎ 매출액 추정: 

- 국내 약 5기의 성 개발 로젝트가 진행 이며 2010년에 발사될 정

- 각 성 당 10개 정도의 부품에 해 방사선 시험 수행을 한다고 할 때 각 부품 당 통상 $100,000

  (1.1억원)을 요구하는 례에 비추어 5년에 50원이므로 시장 도입기에는 연간 10억원 시장규모.

- 참여기업의 자본구조와 제품화 상 기간을 고려하여 매출액을 추정함.

1. 과학기술부 2000, 우주개발 장기 기본계획 보완을 한 기획연구

◎ 기술의 경제  수명: 

- 재 국내에서 보면 그동안 해외에서 의존하던 시장이므로 기술 태동기라고 볼 수 있으며 향후 성개발의 

수요가 증 하고 성 기술의 국산화가 가속되면 시장이 증가할 것.

◎ 할인율

- 과거의 이익구조가 존재하며 련 자료를 근거로 추정됨(20%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련 자료에 근거하여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함.

- 국내에서 개발 완료하는 것이 건이므로 TRE 가 치를 조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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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6 8 10 12 14

순이 익률 40% 40% 40% 40% 5.6
상  순이 익 2.4 3.2 4 4.8 5.6

재 가치 1.16 1.29 1.34 1.34 1.30 
To t al  NP V 17

총매출 484 연평균 26.8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10% 10%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20% 2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1 20% 2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3 20% 2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5 10% 1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5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20% 2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1 10% 1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2 20% 2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4 20% 2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2 10% 10%

합                       계 100% 100% 63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1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30% 3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1 10% 10%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2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2 10% 1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3 30% 3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20% 20%

합   계 100% 100% 61 합                     계 100% 100% 75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61 30% 40%

63 20% 30%

75 50% 30%

총 67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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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고 에 지 양성자 빔을 이용한 
의료/산업/연구용 방사성동 원소
생산기술개발

과제코드 B-5-1

과제책임자 강 필 

분야 의료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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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485억
  → 연평균 : 34억

목표 달성가능성( ) :      62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

매출액 10 15 20 30 40 40 50 50 .. 

  

 ◎ 매출액 추정: 

- 의료용으로 용 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첨부된 근거 자료의 부족하며

  참여기업의 자본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 추정

- 기 시장으로서 주문자 생산에 주력하여야 함.

◎ 기술의 경제  수명: 

- 국내에서는 최조로 시도하는 기술로서 기술태동기에 해당.

◎ 할인율

- 기술의 태동기와 시장 도입단계로서 과거의 이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3% 할인율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기술성 항목은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 음

- 시장성 항목은 근거 련 자료에 한 구체 인 데이터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험을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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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

2009 2010 2011 2012 2013
매출액 10 15 20 30 40

순이 익률 10% 10% 10% 10% 10%
상  순이 익 1 1.5 2 3 4

재 가치 0.36 0.43 0.47 0.57 0.62 
To t al  NP V 4.9

총매출 485 연평균 34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3 15% 15%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10% 1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2 10% 1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2 15% 1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1 20% 2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2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15% 1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0 10% 1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3 20% 2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5 15% 3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3 10% 20%

합                       계 100% 100% 64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2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20% 4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3 15% 15%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20% 4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2 15% 1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3 30% 1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4 30% 10%

합   계 100% 100% 66 합                     계 100% 100% 56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66 40% 30%

64 30% 20%

56 30% 50%

총 62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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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에 지 양성자 세라피 시스템 

개발

과제코드 B-5-2

과제책임자 양 태 건

분야 의료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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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40 90 140 190

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620억
  → 연평균 : 31억

목표 달성가능성( ) :      5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

매출액 5 10 15 20 30 40 50 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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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2010-2030  

 

 ◎ 매출액 추정: 

- 의료용으로 용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으나 첨부된 근거 자료의 부족하여

  참여기업의 자본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 추정.

- 기 시장으로서 주문자 생산에 주력하여야 함.

◎ 기술의 경제  수명: 

- 국내에서는 최 로 시도하는 기술로서 기술태동기에 해당.

◎ 할인율

- 기술의 태동기와 시장 도입단계로서 과거의 이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3% 할인율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기술성 항목은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 음

- 시장성 항목은 근거 련 자료에 한 구체 인 데이터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험을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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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

2010 2011 2012 2013 2014
매출액 5 10 15 20 30

순이 익률 15% 10% 10% 10% 10%
상  순이 익 0.75 1 1.5 2 3

재 가치 0.19 0.20 0.24 0.25 0.30 
To t al  NP V 2.9

총매출 620 연평균 31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3 15% 15%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10% 1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1 10% 1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2 15% 15%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2 10% 1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0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15% 15%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0 20% 2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3 20% 2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3 15% 15%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3 20% 20%

합                       계 100% 100% 55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2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20% 4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3 15% 15%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1 20% 4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2 15% 15%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2 30% 1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30% 10%

합   계 100% 100% 76 합                     계 100% 100% 56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76 40% 20%

55 30% 30%

56 30% 40%

총 59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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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섬 라스틱 검출기 개발

과제코드 B-6-1-SP

과제책임자 안 정 근

분야 이용자 로그램 소과제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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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97억
  → 연평균 : 9.7억

목표 달성가능성( ) :      6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

매출액 1 2 3 4 6 10 12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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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기간: 2008-2018

  ◎ 매출액 추정: 

- 재 방사선 이용기간을 고려할 때 잠재된 시장은 45억으로 추정되지만 국내에서 섬  라스틱 검출기를 제

작한다면 방사선  방사능 측정기를 처할 것으로 

◎ 기술의 경제  수명: 

- 방사선검출기 시장은 성숙기이지만 섬  라스틱의 경우 기술 인 면과 시장은 태동기 해당.

- 제품개발이 완료되는 시 이 시장 도입기가 될 것이며 렴한 가격경쟁력으로 시장 성장 가능성 높음.

◎ 할인율

- 기술의 태동기와 시장 도입단계로서 과거의 이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6% 할인율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기술성 항목은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 음

- 시장성 항목은 근거 련 자료에 한 구체 인 데이터가 첨부되지 않았으나 구체 인 단가 산정으로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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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1 2 3 4 5 

순이 익률 15% 25% 25% 25% 25%
상  순이 익 0.15 0.50 0.75 1.00 1.50 

재 가치 0.06 0.16 0.19 0.20 0.24 
To t al  NP V 1.95

총매출 97 연평균 9.7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15% 15%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30% 3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2 10% 1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2 15% 15%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2 10% 1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5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15% 15%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0 20% 2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3 20% 2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3 15% 15%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3 10% 10%

합                       계 100% 100% 74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1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4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1 15% 15%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4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15% 15%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3 30% 1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5 30% 10%

합   계 100% 100% 52 합                     계 100% 100% 80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52 30% 20%

74 30% 30%

80 40% 40%

총 67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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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명
에 지 가속장치기술의 산업

응용

과제코드 B-7-1

과제책임자 박 재 원

분야 가속장치응용분야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보석

녹즙기

시계

0

200

400

600

800

40 60 80 100

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455억
  → 연평균 : 91억

목표 달성가능성( ) :     61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35 49 68 87 101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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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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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간: 2007-2012  

  ◎ 매출액 추정: 

- 보석발색기술: 기존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생산비 감율이 히 크거나 정부의 규제로 인해

  개발이 불가피한 경우인 경우는 시장 진입이 쉬우나 소비자의 기호도에 따른 기술의 경우 변동성이 큼.

  기업자본구조를 고려하여 매출액 조정.

- 녹즙기기어표면: 시장이 이미 형성되어있어 기존공정 비 생산비 감율이 히 크지 않다면

   진입까지의 험이 높음

- 시계부품표면: 기존의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 이 필요

◎ 기술의 경제  수명: 

- 기존의 유통되고 있는 시장에 부가가치를 부여하는 것.

- 기술은 일반 으로 5년간 성장기간을 가지는 것을 가정하여 매출액 추정함

◎ 할인율

- 경쟁이 치열하며 진입장벽이 높으므로 26% 할인율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 기술성 항목은 과제 책임자의 의견을 반 하 음

- 시장성 항목은 근거 련 자료에 한 구체 인 데이터가 첨부되지 않았으므로 험을 반 함.

- 특성상 Economy 지표에 향이 클 것으로 보이므로 가 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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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2)                                  단위:억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10 14 18 22 26

순이 익률 15% 15% 15% 15% 15%

상  순이 익 1.5 2.1 2.7 3.3 3.9

재 가치 0.68 0.74 0.73 0.68 0.62 

To t al  NP V 4.0

총매출 120 연평균 20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3 30% 10%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30% 25%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1 5% 1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3 15% 5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1 5% 2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4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3 15% 5%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1 20% 2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3 20% 1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2 10% 1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2 10% 5%

합                       계 100% 100% 53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3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2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2 10% 30%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30% 2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2 10% 3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1 20% 3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1 30% 30%

합   계 100% 100% 85 합                     계 100% 100% 44

보석발색기술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85 30% 25%

53 30% 25%

44 40% 50%

총 58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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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2012)                                                단위:억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10 14 18 22 26

순이 익률 15% 15% 15% 15% 15%

상  순이 익 1.5 2.1 2.7 3.3 3.9

재 가치 0.68 0.74 0.73 0.68 0.62 

To t al  NP V 6.52

총매출 220 연평균 33.3

핵심평가지표 선
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20% 20%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20% 2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1 10% 1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2 10% 1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1 10% 10%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4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3 20% 25%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1 20% 2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3 20% 2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2 10% 1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2 10% 10%

합                       계 100% 100% 57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3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25%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3 10% 5%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30% 25%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10% 3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1 20% 4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30% 10%

합   계 100% 100% 79 합                     계 100% 100% 55

녹즙기기어표면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79 30% 30%

57 30% 30%

55 40% 40%

총 63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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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억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35 49 68 87 101

순이 익률 15% 15% 15% 15% 15%
상  순이 익 5.25 7 10.2 13.05 15.15

재 가치 2.62 2.92 3.21 3.26 3.00 
To t al  NP V 17.7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30% 10%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30% 3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1 5% 5%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2 10% 1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1 5% 5%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4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3 20% 2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1 20% 20%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3 20% 2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2 10% 1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2 10% 10%

합                       계 100% 100% 61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3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2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3 10% 10%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30% 3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100% 3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1 20% 4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30% 10%

합   계 100% 100% 71 합                     계 100% 100% 55

시계부품표면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71 30% 30%

61 30% 30%

55 40% 40%

총   62

(2007-2012)                            단위:억원

2007 2008 2009 2010 2011

매출액 15 20 30 40 45

순이 익률 15% 15% 15% 15% 15%

상  순이 익 2.25 3 4.5 6 6.75

재 가치 1.02 1.05 1.21 1.24 1.08 

To t al  NP V 4.41

총매출 135 연평균 22.5

  

◎ B-7-1 과제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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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매출 455 연평균 91

과제명
Spin-off 기술의 실용화

과제코드 B-8-1

과제책임자 이 재 상

분야 NT 평가일/단계(연차) 2단계 1년차

목표(경제  직 효과=총매출액) :  2120억
  → 연평균 : 84.8억

목표 달성가능성( ) :      65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

매출액 80 85 90 165 190 215 240 275 .. 

  

 ◎ 매출액 추정: 

  -PCB드릴: 실제 기업의 비용을 감하기 한 기술이며 실제 생산량에 비례한 비용감소가치 추정

  -습식크롬도 : 정부의 규제 강화로 인한 기존시장을 체하는 잠재시장

               기업의 자본 규모를 고려하여 매출액을 조정함.

  -BLU :시장이 워낙 방 하므로 수요가 많으나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므로 기업의 자본규모 근거로 추정

◎ 기술의 경제  수명: 

 -PCB드릴: 재 존재하는 시장으로 기술도입으로 공수 2배 향상 시 매출증가효과

 -습식크롬도 : 2007년 정부의 규제로 인해 속히 성장할 가능성이 큰 시장

   1.  ELV 지령(2002년 6월 27일)

 -BLU :칼라 디스 이용 Back Light Unit의 기술은 재 시장 도입기에서 성장기의 단계

◎ 할인율

 - 기술의 태동기와 시장 도입단계로서 과거의 이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26% 할인율 용

 - 용근거: ERP(Risk Premiums for Discounting Project Income Stream)

◎ TRE System에 근거한 사업타당성 추정

-PCB드릴: 기업구조의 공정상 비용감소를 한 근거 자료로 작성되었으므로 과제책임자의 의견 반

-습식크롬도 : 기업구조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과제책임자 의견 반

-BLU :  기업구조를 근거로 작성되었으므로 과제책임자 의견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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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추정기간:2005-2012년)                         단위:억

2005 2006 2007 2008 2009
매출액 80 85 90 95 100

순이 익률 15% 15% 15% 15% 15%
상  순이 익 12 12.75 13.5 14.25 15

재 가치 10.00 8.85 7.81 6.87 6.03 
To t al  NP V 53.45

총매출 780 연평균 97.5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5% 5%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10% 1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5 20% 20%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2 5% 5%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 % 4 25% 25%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2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10% 1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3 15% 15%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2 10% 10%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2 20% 10%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2 10% 10%

합                       계 100% 100% 73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2 20% 2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3 30% 2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1 10% 20%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1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2 30% 3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1 20% 4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30% 30%

합   계 100% 100% 64 합                     계 100% 100% 63

PCB 드릴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64 30% 30%

73 30% 30%

63 40% 40%

총 66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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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추정기간:2008-2015년)                         단위:억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50 60 70 80 100

순이 익률 5% 5% 5% 5% 5%
상  순이 익 2.5 3 3.5 4 5

재 가치 1.21 1.21 1.17 1.12 1.16 
To t al  NP V 2.9

총매출 600 연평균 75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1 10% 10%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10% 1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4 15% 15%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2 10% 1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80 ) % 4 25% 25%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2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1 10% 1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3 10% 15%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2 15% 15%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4 15% 15%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2 10% 10%

합                       계 100% 100% 68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3 25% 25%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30% 3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1 10% 10%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2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1 20% 20%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2 20% 2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30% 30%

합   계 100% 100% 54 합                     계 100% 100% 65

습식크롬도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64 30% 30%

73 30% 30%

63 40% 40%

총 63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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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추정기간:2008-2022년)                         단위:억

2008 2009 2010 2011 2012
매출액 20 30 40 50 60

순이 익률 10% 10% 10% 10% 10%
상  순이 익 2 3 4 5 6

재 가치 0.60 0.67 0.66 0.61 0.54 
To t al  NP V 2.9

총매출 740 연평균 52.85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핵심평가지표 선택 요
도1

요
도2 평

1. 기술개발 가능성
① 이론 인 가능성 확인
② 기 실험으로 가능성 확인
③ Pilot Process 성공

2 15% 15%

1. 연구개발비 소요규모 합성
 ①과다 ② 정 ③다소 부족

2 10% 10%

2. 기업 규모(자본 )
 ①10억 미만  ②10억~40억
 ③40억~80억 ④80억~300억
 ⑤300억 과

4 15% 15%
2. 개발기술外 사업화에 필요한
   주변기술 확보방안 수립
① 미수립
② 확보 방안 수립 
③ 확보 방안 수립 후 실행 

3 10% 10% 3. 기업체 부담 연구비 비율 : (  80 ) % 4 25% 25%

4. 과제책임자 연구경력(SCI논문+특허)
①1~5 ②6~10 ③11~15 ④16~20 ⑤21이상

2 10% 10%

3. 애로기술 해결방안 수립 상태
① 애로기술 해결방안 50%미만 수립
② 애로기술 해결방안 50%~90% 수립
③ 애로기술 해결방안 90% 이상 수립

2 10% 10%

5. 과제책임자 사업화경력(사업화 건수)
 ①1건 ②2건 ③3건 ④4건 ⑤5건 이상

3 15% 15%

6. 연구  생산설비 이용 계획 성
①계획 미수립 ②계획수립  ③계획수립 완료

3 15% 15%

4. 제품화까지 상 기간
① 1년 이하 ② 1년~2년 ③ 2년~3년 
④ 3년~4년 ⑤ 4년 이상

3 25% 25%
7. 인력 확보 성
 ①부족 ② 정 ③효율

1 10% 10%

합                       계 100% 100% 70

5. 기술의 신규성
① 련 유사특허  유사 제품 출시
② 련 유사특허만 존재
③ 련 유사특허조차 존재안함

2 10% 10%

핵심평가지표

1. 기술수명주기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30% 30%

6. 모방 난해성
① 타인이 모방 가능한 기술로서 특허
 출원 前
② 타인이 모방 가능하나 특허출원하여
 권리를 보호해둔 상태임
③ 고도의 기술이므로 모방이 거의 불가

1 5% 5%
2. 연간 상시장규모 측 타당성 
 ①과제책임자 직 에만 의존
 ② 련 정보 검색 후 과제책임자가 단 
 ③타 기 에서 측한 자료를 인용

2 20% 20%

7. 기존 방식 비 생산비용 감율  
  (공정개선 포함)
① 10% 이상 - 50% 미만
② 50% 이상 - 80% 미만
③ 80% 이상

2 25% 25%

3. 시장내 경쟁기업 갯수
①10개 이상 ②4개~9개 ③3개 이하

1 20% 20%

4. 시장진입 난이도(유통, 법 규제 등)
 ①매우 어려움 ②다소 어려움 ③보통
 ④다소 쉬움 ⑤쉬움

3 30% 30%

합   계 100% 100% 67 합                     계 100% 100% 58

BLU

◎ 가 치에 따른 사업타당성 수

과책 사업단

67 30% 30%

70 30% 30%

58 40% 40%

총 64

◎ 결  과

매출이 성장하는 5개년까지 표로 나타내었음. 이후의 매출과 total NPV는 결과에 총계에 반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관보고서번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RR-2593/2004   

    제목 / 부제 
사업통합시스템관리 및 기술지원 1단계 연구보고서

(2002. 9.16 ~ 2005. 7. 1)

연구책임자 및 부서명 김준연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연 구 자 및 부 서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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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은 각각의 전문분야별 기술을 보

유한 여러 기관이 참여하여 기술의 융합을 통한 Technology 

innovation을 목표로 하고 있으므로, 본 연구과제는 이러한 세

부과제들이 사업단 전체의 목표와 일치되도록 통합사업관리시

스템 구축 및 운 을 통한 상호연계체제를 구축하 다. 또한 

공정관리를 통해 Critical Path의 집중관리체제를 구축하 다. 

 아울러, 기자재 구매, 제작, 설치 및 시운전, 인허가, 품질관리 등의 일련의 process

가 전 사업기간 동안에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수행하 으며 국

제협력관계의 구축과 사업유치기관 선정 관련 업무를 수행한 바, 양성자기반공학기

술개발사업이 안정적인 연구기반을 가질 수 있도록 하 다. 기술투자의 효과성 및 

효율성 관리와 기술경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TRM 작성과 사업경제성분석, 기업

체참여과제 사전경제성평가, 전략적연구성과관리시스템(TRESIS)를 구축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구의 개발과정과 상용화 단계에 이르기까지 연구개발의 전주기가 체계적

이고 합리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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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irst, Since PEFP puts it's aim on technology innovation 
through collaboration and technological fusion among the 
sub-projects from the various fields, It has been tried to 
make the sub-projects consist with the goal of the whole 
project through building and running the integrated project 
control system. Also, adopting CPM(Critical Process 
Management), intensive process management framework has 
been founded.  

 Secondly, for the every procedure, including purchase, building, installation and a 
trial running, license, quality control, etc., could be efficiently executed, every 
related task has been carried out.  And, the tasks involved in international 
cooperative relationship and host site selection are carried out as well, so that 
PEFP could be firmly supported. Finally, Strategic management procedures 
including TRM(Technology Road Map), economic evaluation on PEFP, preliminary 
evaluation on company-involved R&D and TRESIS(Technology, Resources, 
Economic Evaluation System are made up not only for the purpose of managing 
efficiency and effectiveness on the investment, but also for the purpose of  life 
cycle management from developing stage to commercializ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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