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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온 과제의 목적은 첫째， 사업단에서 개발하는 기술을 산업체에 전달하여 기술의 

경제적 성과를 달성하도록 하는 기술 전파창구로서의 역할과 이 과정에서 발생하 

는 기술권의 거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시장의 운영을 정착시키고자 합이다. 

둘째， 기술의 경제적 성과로의 전환을 위한 실용화과제를 개발하고， 기업이 해 

결하기 힘든 기술의 실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술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을 수립하는 것이다. 

셋째. 가속장치 기술과 빔 이용 기술개발 결과를 산업체에 이전하여， 산업적 활 

용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넷째. 개발된 기술에 대한 경제적인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우수한 기술을 바 

탕으로 30개 이상의 벤처장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본 과제의 목적이다. 

11 1. 연구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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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1 단계 목표 

( 1 )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2) 실용화 사업 타당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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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실용화센터 자립운영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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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벤처사업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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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Subject : Planning and Operation of Commercial Application Center 

11. l\Jecessity and Goal of the R&D 
The objectives of this R&D pr이ect are as follows : 
First, transferring developed technologies to 0니tside companies and operating 

technology market to vitalize technology transactions, 
Second, developing commercial application projects to trallsfer technologies for 

commercial purposes and to solve interface problems in commercial applications, 

Third , enhancing commercial utilizations of developed accelerator and beam 
utilization technologies, 

Finally. preparing infra-structures for the development of over 30 venture
businesses based on achieved technologies through the Proton Engineering 
Frontier Project. 

111. Contents And Scope of the R&D 
1. Contents of R&D 

technologles & products 
for commerclallzation 

- Establishing Infra 
structures and a long 

j 댄「O빼or the commerClal 
appllcatlon center 

2. Scope of tlle R&D 
A. Fi nal Goal 

- 않ntents “뜰神τ걱 

. Deslgning a commerClallzatlon model 

. Investlgatlon on the leaslbllity 01 developlng a 
j 뻐er-semlcond니ctor technology 
. Deslgning a technology evaluatlon system 

. Searching lor proper technologles and/or 
products 

)기 

j rhM\V이l1ain빼1 

ldl밸「밸뤘am때M뼈빼dl뼈때la매a맹gnos잉1펀st펀?빨펀→→-」 

(1) Developing a standard process of commercializing technologies 
(2) Establishing a long-term operation plan of the commercial applicatioll center 

B. Goal of the 1 st R&D Step 
(1) Searching for technologies and/or products for commercialization 
(2) Checking feasibility of commercializing or developing technologies 

C. Goal of the 2nd R&D Step 
(1) Establishing an operation plan for self-reliance of the commercial appli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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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hecking feasibility of commercializing or developing technologies 

(3) Establishing a concrete program to promote venture• businesses 

IV. Results of the R&D 

1. Planning and Operation of the Commercial Application Center 

nem 않 

~ Designing a technological eval때on ’ 2003. 5. 
Design때 ateçhnology system 

evaluatibnisystem ~ Designing an economical evaluation ’ 2003. 5. 

syste먼 • 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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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ents re녀ted with irradia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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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Analyzing market characteristics ’ 2003. 6 
j ~ Analyzing major sucess/failure factors 1 

Designtng a 「 ! ’ mmercializing technologies ’ 2003. 6 
commercìa!ízaHonrnodel ..... 1 

」닝 i ~ Developing a standard 
commercialization model ~ - - . 1

1 

~ 2003. 6 

V. Utilization plan of R&D results 

1. Planning and Operation of the Commercial Application Center 

It8m • Da.t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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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nvestigation on the feasibility of developing a power-serniconductor technology 

irradiation ’Optimal profile of proton-irradiation i ’ 2003. 7. 

(range & pro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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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on-irradiation to each device 

considering the cost of fabrication I ’Market prediction of applying ψ200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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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ing cooperative research by! ’ 2003. 8 

presenting effectiveness of a 

proton-irradiation tec꺼 nology ’ Offer of device application 

technologies to concerned 

organizations 

3. Development of a standard commercialization model 

on each phase ’ Development of success/failure factors ’ Development of guidelines to 

application manu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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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의 목적 

1. 설용화 기 획 및 젠터 운영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엽의 중요한 목표중의 하나는 사업에서 개발되는 기 

술을 바탕으로 사업기간 중에 307~ 이상의 벤쳐창엽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사업단의 실용화 센터는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견인차의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본 과제의 목적은 1단계 3년 간에 걸쳐 

첫째， 실용화센터의 역할수행에 필요한 소프트워l 어의 Mechanism을 갖추고， 

둘째， 실용화센터 운영의 수익모델을 포함한 장기 운영방안을 수립하벼， 

셋째， 실용화 대상기술들에 대하여 타당성을 검토하고 산업계와의 협력관계 수 

립을 포함한 실용화의 구체적 추진방안을 수립하고자 함이다. 

1차년도에는 실용화의 개괄적인 Mechanism을 제시하는 실용화 추진 모델을 개 

발하고， 현섣적으로 긴급한 사안들인 전력반도체 실용화 타당성 검토와 대상기술 

발굴을 위한 기술적용 평가방안 수립을 완료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였다. 

산업계 

기훈씨업 
@$W쟁 

〈그림 1> 실용화 기획 및 센터운영의 프2.. ^-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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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반도제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본 작업은 전력 반도체에 양성자플 조사하여， 고품위의 고속스윗칭 전략반도처l 

를 체작하는 기술의 개발 타당성을 검토하고 개발시의 추진방안을 확립하고자 함 

이다 연구개발의 목표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고속 전력소자의 국내외 시장을 조사함으로써 시장 추세를 분석하되 신뢰성 

있는 시장조사기관(국외 WSTS =: 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 국 

내 KS1A = Korea Semiconductor 1ndustry Association)의 자료를 활용한다. 

나. 고속 전력소자의 국내외 특허를 조사함으로써 특허 추세를 분석한다. 아울러 

국내외 미공개(출원중) 특허도 세계적 특허정보 제공기관인 W1PS(World 

1ntellectual Propriety Search)를 활용하여 조사한다. 

다. 양성자-조사(proton -irradiated) 전력소자의 경제성을 분석 함에 있어 특히 

E-beam 등의 경쟁기숨과 비교한다. 

라 양성자-조사 활용어1 참조하기 위하여 양성자-조사 서비스 용역 업처l 름 조사 

하는 데 있어 우선 기존 영국의 AEA Technology와 1B1S의 양성자-조사 서 

비스 내용을 조사한다. 

마. 양성자-조사 전력소자의 실용화 방안， 용도 및 시장 변화뜰 에측함으로써 관 

련업체와의 공조 방안을 제시하되 1)양성자-조사의 산엽화에 장애가 되는 요 

소들을 분석하고， 2)양성자-조사에 의한 고속전력소자가 출현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신규 제품 및 시장을 분석하고， 3)관련 전문가 자문에 의하여 데이터 

의 객관적인 평가를 받는다. 또한 상기 결과가 국내 관련업체 (Fairchild 

Korea, KEC)에 제시됨으로써 공동연구 참여에 참고가 되도록 하고 연구소 

(KAERI)와 관련엽체와의 공조 방안을 제시한다‘ 

바 고속전력소자를 위시한 양성자 조사의 활용 방안을 제안함에 있어 득히， SiC 

소자， 광소자， 전지， 등에 양성자 조사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히고 개략적인 최 

적 양성자-조사 위치 및 농도를 제안하되， 특히 SCR/1GBT 등에 주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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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모렐개발 

가. 연구개받의 목적 및 필요성 

21세기 프콘티어연구개발사엽의 하나로 추진 중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숨개발 

사업은 2010년까지 100MeV /20mA 대용량 양성자 가속기륜 개발히고 NT, BT , 

IT, ST, RT 등 최첨단 분야에서의 양성자빔 이용기술 개발을 통한 미래원천 

기술 확보 및 벤처기술 분야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NT, BT, IT, ST, RT 등의 분 

야에서 다수의 최침단 기술이 확보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숨의 활용을 목 

표로 추진중인 양성자기반공학기숨의 산업화에 있어 전략적인 추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하여 확보한 기술의 수준에 비하여 미흡한 상엽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을 통해서 발생되는 기술의 전략 

적 산엽화 시스템을 마련하고 그 성과를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매뉴얼 작성 

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연구개발 결과의 산업 

화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하는 모델을 개발하고 성과 증진 방안을 도 

출하고자 한다. 

나. 띤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에서는 크게 3가지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기존에 확보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을 산업화 주진 기업체에 이전하는 

데 있어 그 내용과 방법에 따라 산업화 유형을 분류하고 그 유형에 따라 산엽 

화 과정을 사례연구를 통해 분석하고자 한다. 

둘째，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엽화 유형에 따라， 해당 유형에 적함한 산업 

화 모델을 개발하고 산엽화 모텔을 추진하는데 있어 상염적 성과와 연관되는 

성패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분류된 유형에 대한 산엽화 성과 측정 및 성과 증진 방안을 모 

색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논 매뉴얼 작성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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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팔요성 

1. 현 기술상태의 춰약생 

가. 다양한 실험 및 장비의 필요성 

현재 일차적으로 실용화 대상기숨로 유망한 이온빔 조사기술을 다양한 생산 

공정에 응용하기 위하여 전용장비 개발 이전에 공정의 기술적 및 경제적 가능 

성을 탐색하기 위한 기초실혐의 수행이 반드시 펼요하며 이에는 다양한 이온 

빔장비들과 빔 측정장비들이 요구된다. 

나. 참여기업 확보의 어려움 

기초실힘단계에서부터 관련기엽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나 이 단계애서의 기업 

의 기술개발에의 투자참여는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으며， 실제 적정한 참 

여기엽을 확보하기도 어렵다. 

다 비체계적 실용화의 문제점 

실용화 단계에서의 기숨개발에 대한 필요성과 어려움이 간과되고 있으며 제 

도적으로도 투자재원조달이 어렵다. 공정개발에 대한 적정한 검토과정을 생략 

하고 참여기엽을 조기에 영입하는 무모한 상용기숨개발은 기술에 대한 신뢰성 

을 저해하고 참여기업에 경제적 손실을 입히며 기술사용권의 활용을 저해하는 

결파륜 초래하고 있다. 

2. 앞으로의 전망 

국내의 실용화기숨개발은 기업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가속장치기숨의 실용화 같이 민간기엽의 기술이 취약한 분야의 실용화는 

관련 특정연구기관들이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다. 

-4-



3. 가숨적 경제적 사화적 펼요성 

가. 기술적 측면 

(1)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업의 수행목적은 IT, BT, NT, ST등의 첨단산 

엽기술 개발을 위함은 물론， 이러한 기술개발을 통하여 출현되는 많은 

spin-off 기술들을 산엽적으로 활용하여 벤쳐기업의 창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2) 그런데， 아무리 좋은 산엽기숨을 개발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아무리 많은 

spin-off 기술들이 출현한다 하더라고 이를 적재적소에 활용i까지 못하면， 많 

은 재원을 투입하여 개발한 기술을 낭비하게 될 것이다 

(3) 따라서， 가속장치기숨에서 파생된 이온빔조사를 비롯한 spin-off가술들을 

적재적소의 공정개발에 활용하는 산업기술로 전환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Mechanism 개발이 필요하며， 이러한 Mechanism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의 

응용분야를 검토하고 기존 공정과 비교되는 확실한 우월성을 갖도록 공정개 

받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4) 또한， 이라한 Mechanism을 운영하여 기엽들과 개발된 기숨을 연계하는 과 

정에서 각종기술의 융합， 변형， 응용을 통하여 의도되지 못했던 새로운 기숨 

의 창출까지도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나. 경제적 측면 

(1) 국내 산업기술이 급성장하고 세계적인 산업기숨이 전반적으로 IT, BT, 

NT등의 첨단 초정밀 기술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래의 거 

술 수요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가속장치기술은 이미 반도체 생산공정 등 

고부가가치 공정기술로 활용되고 았으며 비교적 고가의 공점비용에도 불구 

하고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나 국내 기반은 기술 및 장치의 도입에 의존 

하는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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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더욱이， 개발된 기숨들이 단지 기술개발차원에서 종료되어 막대한 자원을 

투자하여 확보한 기술윤 경제적인 측면에서 활용하지 못한다띤， 이는 국기 

적 인 차원에서 막대한 재원의 낭비를 가져오게 된다. 

(3) 산출되는 많은 기술들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경제적인 성과른 낼 수 있는 

응용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기술선정시스템이 필요하 

며， 이러한 선정시스템을 통하여 개발되는 신기술과 기엽을 연계시켜， 유망 

한 신기술의 시장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게 될 것이다 

(4 ) 설용화센터는 미래의 기술 수요에 대비하여 국내에 가속장치기술을 응용한 

신산업기술들을 첨단산업시장에 공급함으로서 신기술개받과 시장을 연결하 

고 벤쳐산업을 육성하는 가능을 수행하는 모형을 제시하게 될 것이다. 

다. 사회적 측면 

(1) 가속장치기술에 기반을 둔 원천기술을 시장에 공급함으로서 국제적인 산업 

경쟁력의 강화에 일조할 수 있으며， 가속장치기술개발파정에서 창출된 

spin-off 기술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산엽분야를 창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또한 국제적인 경쟁력강화블 통하여 국가와 기업의 핵심역량을 강화하고， 

spin-off 기술을 통한 신기술산업분야의 창출을 통하여 국가와 기업의 사엽 

범위를 확장시킴으로서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받톤운하논데 일조 

할 수 있을 것이다. 

(3) 국내적인 측면에서는， 신기술을 가반으로 한 벤쳐창업의 활성화를 도모함 

으로서， 현재 IMF 지원금융 시기보다 더 침처l 된 경제상황에서 수많은 일자 

리룹 창출하여 고학력실엽 및 칭년실엽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이다. 

(4) 또한， 설용화센터의 적극적인 활용은 다음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가) 개발기술들의 조기 산업화 실현 

(나) 밴처기업 창출 및 자립기반 구축 

(다) 외국 기술들과 차별되는 (상보적인) 우리 기술의 개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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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역사회와 협력으로 시설을 중심으로 한 Techno-Park 구현 

이들 성과의 종합적인 작용으로， 국가의 기숭 경제적 향상을 이끌어 내 

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지역사회의 경제적 수준이 향상되어， 범 

국민적 차원에서 극심한 NIMBY 현상에 의해 왜곡되고 오해받고 있는 RT 

기숨의 인식 개선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5) 벤쳐창업의 활성화와 이를 통한 인식의 개선은 이공계 학문에 대한 인지도 

를 높여서 현재 국내 청소년들에 퍼져있는 극섬한 이공제 기피현상을 치유 

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1.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및 단계별 목표 

가.최종목표 

(1) 실용화 추진방안 구체화 

(2) 설용화센터 장기운영방안 수립 

나. 1 단계 목표 

(1)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2) 실용화 사업 타당성 검토 

다.2단계 목표 

(1) 실용화센터 자립운영방안 수립 

(2) 실용화 사엽 타당성 검토 

(3) 벤쳐사엽 추진전략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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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목표의 생격 

가.최종목표 

아이디어 개발 口 시작품 개발 디 제품 또는 공정개발 디 기타 • 

나. 1단계 꼭표 

아이디어 개발 o 시작품 개발 o 제품 또는 공정개발 [그 기타 l 

3. 연차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표 1> 1차 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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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 • 외 기술개발 현황 

제 1 절 잘용화 가 확 맞 센터 운영 

1. 해외 가술개발 현황 

가속장치 기숨의 실용화는 부분적으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추진되어왔다. 수 

십 keV급 이하의 장치들은 주로 재료의 불리적 코팅이나 표면개질분야에서 이 

용하는 이온주입기로 실용화되었으며， 수백 keV의 이온주입기들은 반도체 제조 

의 필수장비로 성장했다. 수십 MeV급의 Cyclotron형 가속기들이 동위원소 생산 

용으로 실용화 되었으며， 수십 MeV급의 선형가속기는 상업적 용도로 실용화 수 

준에 도달하지는 못하였으나 분석 · 측정용도로 실험섣 장비로 성장하고 있다 수 

백 MeV급 Cyclotron형 가속기가 의료용(양성자 암치료)으로 실용화의 초기어l 

있다고 할 수 있다 

실용화가 가장 활발하게 진행된 이온주입기 부문의 생산과 공급은 Varian, 

Eaton, Applied Materials 등과 같은 반도체 장비업체들이 지배하고 있다. 또한 

이온주입기의 부품공급업체들도 이온원， RF장비， 진공장비， 계측장비들을 전문작 

으로 공급하먼서 성장하고 았다. 

또한 이온주압기를 갖추고 산엽용 빔이용 공정개발을 수행하면서 빔조사 서비 

스를 제공하는 덴마크의 Danfyzic , 영국 Techvac, 일본의 IECC와 IERIC, 독일의 

FZR, 영국의 SCRINA 등의 기엽들이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MeV급의 가속장치 는 NEC(National Electrostatics Corps.) , IBA(Ion 

Beam Applícation)등의 가속장치 전문업체들이 주문형태로 생산 · 공급하면서 시 

장의 성장을 이끌고 있다. RI 생산용 가속기와 분석 · 측정용 가속기의 실용화에 

이어 암치료용 가속기의 실용화로 이어지고 았다 

양성자 가속장치기술은 의료분야 및 계측(Instrumentation)분야와의 결합으로 

시스템 개발들이 추진되고 있으며 또한 NT분야에서 분석 · 측정 및 가공공정과 

의 결합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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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국내 기술개발 현황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는 원자력중장기사업의 일환으로 각종 이온원과 keV급 

이온주입기의 개발과 섣용화를 추진한 바 있다. 

<표-2> 이온원과 keV급 이온주입기의 개발과 실용화 현황 

또한 가속장치 개발과정에서 많은 중소기엽들이 가속장치 부품개발에 참여하 

였다. 

<표-3> 가속장치 부품개발 참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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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의 가속장치기술은 ‘90년대의 포항 방사광 가속기 컨섣과 IT산엽에서의 

이온주입기의 운전 · 보수를 수행하면서 중소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재 

료의 플라즈마 코팅 등에 점차 이온원 등의 기본적인 장비들이 소요되변서 실용 

화가 시도되고 있으나 기존의 장비들에 비해 물리학적인 지식기반이 요구되어 

중소기엽에서의 실용화가 매우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 2 절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1. 유사 연구사례에 대한 조사 현황 

가. 외국의 경우 

(1)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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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 수명을 단축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함 

(나) 1996년에 미국 ABB Management AG에서 GTO 싸이리스터에 전자 또 

는 양성자를 조사하여 스윗칭 시간을 줄이는 기술을 특허 등록함 

(다) 2002년에 일본 미쓰비시전기에서 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반도체 스윗칭 

소자의 캐리어 수명을 제어하는 기술을 특허 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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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술로 판단되 고， 각 소자마다에 어 떻 게 조사하는가가 특허 또는 노하우 

기술이 되리라 판단됨 

(2) 기술개발 

(가) 금속성 불순물을 이용하여 캐리어 수명을 조절하는 기술은 이미 50년대 

에 개발되었고， 현재 제품 생산에 활용하고 있음 

(나) 그러나， 금속성 불순묻은 누설전류(off-상태에서 전력손설이 큼)를 야기 

하고 반도체 공정의 clean화에도 나쁜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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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80년대부터 전자， 양성자， 중성자， 헬륨 이온을 반도체에 조사함 

으로써 캐리어 수명을 제어하려는 연구가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음 

(라) 1996년 체코대학의 ]. Vobecky가 양성자-조사 기법 이 사용된 pn 다이오 

드에 대하여 전자의 수명， 순방향 전압 강하， 역회복 전하량， 등을 조사분 

석함 

(마) 2000년 일본 쓰꾸바 NRIM에서 광， 양성자， 중성자 조사된 도펑된 설리 

콘에 대하여 조사-유도된 (irradiation -induced) 전도도블 조사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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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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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분석한 것을 발표함 

(3) 제품기술 

(가) 일본 미쓰비시전기의 경우 IGBT에 양성자-조사된 전력소자의 생산을 

보고하고 있으나 그 생산 규모는 아직 미확인 상태염 

(나) 그 외는 현재까지 얄려진 바가 없음 

나. 국내의 경우 

(1) 연구개발된 사례가 거의 없음 

(2) 단편적으로 pn접함에 전자 · 양성자 조사에 의하여 케리어 수명을 조사한 

여1 논 있으나， 양성자-조사는 일본의 Sumitomo 시험검사소에서 수행되었고， 

애너지는 2 MeV 한 값만을 사용하였음 (“전자 · 양성자 조사에 의한 Carrier 

Lifetime 최 적 제어" 연구보고서 99-N5-01 - A -07, 과학기술부) 

다. 조사한 연구개발사례에 대한 자체분석 및 평가결과 

(1) 세계적으로 양성자-조사를 전력반도체 소자에 적용하여 캐리어 수명윤 감 

소시킴으로써 스윗칭 속도를 높이려는 기술개발이 단속적으로 꾸준히 진행되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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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n 다이오드， 싸이리스터， IGBT， 등 소수 캐리어를 전류 메커니즘으로 하는 

소자에는 양성자-조사 기법을 사용하여 스윗칭 속도를 높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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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및 신뢰성도 확보되어야 제품에 적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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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의 가능성을 조사 분석할 필요가 있음 

2. 세부 기술사항의 검토 분석결과 

가. 국내 · 외 세부기술 수준 비교 

<표-4> 국내 · 외 셰부기술 수준 비교표 

동。L 프 「EL 국외 

양성자-조사 기술 서비 λ 가능(상용) 

.., 
-->-"，、h

、

전력소자 적용 기술 까 
PN 다이오드， SCR, IGBT에 

응용 개발 

전력소자 제품응용 기술 Mitsubishi에 서 IGBT 발표 

국내 

서비 λ 가능(실험용) 

PN 다이오드에 기초실험 

아직 미시행 

나. 공정단위별 주요 기술 내용 및 그 기숨 수준의 분석 결과 

(1) 외국의 경우 

(가) 양성자 조사를 서비스하는 단계임 

(나) 양성자-조사를 전력소자 제품개발의 수준까지 도달한 상태임 

(2) 국내의 경우 

’ 전력소자에의 응용기술 착수 단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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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존 공정방법 · 기술에 대한 현황 조사 · 분석 

(1) 가숨적인 평가 : 적용의 난이성， 기술수준， 등 

’ 양성자 조사 기술 및 서비스는 가능함 
(2) 경제적인 평가 : 제조원가j 투하규모， 등 

(가) 양성자-조사 장치는 이미 섣치되어 있으므로 시설 투자비용은 up-grade, 

운용비만 소요됨 

(나) 양성자-조사는 기술적인 문제는 없으므로 run time을 확보하고 웨이퍼 

공정시간을 줄이는 것이 제조원가의 관건이 됨 

(3) 산엽기술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 

(가) 신기술 개발을 위한 양성자-조사 기술 및 서비스가 가능함 

(나) 의료용 (예: 일본 쓰꾸바대학의 암치료 연구; 미국 하버드대학의 Uveal 

Meanoma 치료 연구， 등) 활용 

(다) 태양전지， 배터리， 등의 에너지 (예: 스위스연방기술연구소의 태양전지 

polymer에 응용， Rudjer Boskovic Institute의 애 터 리 연 구， 등) 활용 

(라) 신재료 개발 (예: 미국 Argonne Lab의 cracking and swelling에 견디는 

신재료 연구， 등) 활용 

제 3 첼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모렐 개발 

1. 기존의 산업화 유형 연구 결과 

가존의 산업화 유형 연구의 결과에 의하면 주로 크게 4가지 유형으로 산업화가 

분류되고 있다. 각 유형은 산엽화 기술의 보유여부 및 계획화 여부에 의해 나뉘 

며， 기엽참여의 단계， 핵심역할자， 성패요인 및 예상 성과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 유형들을 간단하게 삼펴보면 첫 번째 기업주도 사업기회형이다. 본 유형은 

기존의 기엽에 의한 계획된 산엽화 유형으로서 기획 및 R&D 단계에서부터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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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참여하고 있으며， 핵심역할자 역시 기엽 및 연구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업은 

Entrepreneur로서의 역할을 하며， 연구원은 Technical expert로서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본 유형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었을 경우 기존시장 및 채널을 적절하게 사 

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기술의 완성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공존하게 된다. 

두 번째 유형은 연구원주도 사업기획형이다. 본 유형은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 

의한 계획된 산업화 유형으로서 기술의 산엽화 단계에서부터 가엽이 참여하게 되 

며， 핵심역할자는 기술 개발 연구원이 된다. 따라서 해당 연구원이 사엽에 있어 

Entrepreneur 역할을 하게 되고 기업은 Supporter 의 역할을 맡게 된다. 본 유형 

에 의해 산엽화가 추진되었을 경우 미리 선점한 높은 수준의 기술을 가지고 있다 

는 장점이 존재하는 반면 연구원들의 사업경험 부족이라뉴 단점이 존재하게 된다. 

세 번째 유형은 기업주도 기회추구형이다. 본 유형은 기존의 기엽에 의한 계획 

되지 않은 산엽화 유형으로서 R&D 단계나 산업화 단계에 이르러서 기업이 참여 

하는 유형이다. 따라서 핵심역할자는 첫 번째 유형과 마찬가지로 기엽 및 연구원 

이 지 만 그 역 할 에 있 어 기 업 은 Business innovator, 연 구 원 은 Technical expert 

로서 다소의 차이가 존재한다. 

마지막 유형은 연구원주도 기회추구형이다. 본 유형은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에 

의한 계획되지 않은 산엽화 유형으로서 기존 기업들의 참여가 거의 미미하고 연 

구원 자체 창업의 형태로 주로 나타난다. 따라서 핵심역할자로 나타나는 연구원의 

겸우 주로 Technica1 Innovator 의 역할을 하게 되며， 미미하게나마 기존의 기업 

들이 Supporter로서 참여 하게 된다. 

그라나， 네 가지 유형 모두에서 기업가의 경험과 역량， 잠재시장의 규모 빛 성 

장성， 기술의 완성도 및 필요자원의 조달이 가장 큰 성공 및 실패 요인으로 나타 

났다. 이런 점에서 볼 때 각기 다른 산업화 유형이 분명하지만 그 큰 틀은 창업 

팀， 시장， 자원의 큰 세 가지 요소의 적절한 조달이 가장 큰 성패요인임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이런 가운데 각 유형에 적절한 전략으로 이 요소뜰을 추구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N 

μ
 



이외에 이진주 · 배종태(1995)의 “국가출연연구소와 중소기엽의 R&D 협력과 산 

엽화”연구에서는 산엽화 유형을 크게 4가지로 분류하였다. 분류의 축은 크게 기술 

을 획득하는 방식의 차이， 즉 100% 개발된 기술을 이전하는 방식과 초기， 은
 

-
흑
 중기 단계에서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또 기업이 기술개발 

에 참여하는 시기를 또 하나의 분류의 축으로 사용하여 유형을 분류하였다‘ 그 결 

과 나타난 4가지 분류는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다. 

a히때Jor m빼o야이뻐tlV때떼V때떼때a하때tlon떼n미I C디|녀때a앓5S히íl띠뼈lí 

￡ l i;fE띈텐웹Co띈띈웹ont편nt텃f##빨-?f? l많뤘뤘l pμ…?’”’’l2‘’1’’’’f텍텍밸밸l rf폼폼렘렘?띈렘협렘57 (띈폼「?「) : 

1. T짧T짧짧g뽑3%짧짧짧뽑h엽옆렘總$쁨렘總E깐책:없펀a밤띈펀n며떼s야ler미11l G쩨RI .-' 、눠때띠 83.33 (H) 

Co-development 
01 Knowledge 

I IV. Bílateral Learning 
CR&D (n=37) 

111 , Generic Pre-competitive 11 、~ ι Firm 1 
CR&D (n=51) 11 ‘’‘ 、~1 54.90 (M) 

75.68 (H) 

Note: 1. There exists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ccess rates among~r types . F-value 01 ANOVA is 6.7805 (p<0.01) 
2. Duncan's Multiple Range Test: 11 , IV> 111 > 1 (p < 0.05) 

<그림 2> 출연(연)과 중소기업의 R&D 협력과 산엽화 유형 

첫째， 위탁개발형은 국가출연연구소가 연구개발을 끝낸 이후， Scale-up 단계에 

서부터 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으로서 국가출연연구소가 전적으로 가숨을 개란하여 

산업화하는 기엽에 기술이전을 하는 형태를 취하게 된다. 따라서 민간기엽들의 연 

구개발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개발도상국 내지는 후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형태 

로서 산엄화의 상엽적 성과가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둘째， 기술이전형은 Scale-up 이후의 산업화 단계에서 기업이 참여하는 유형으 

로서 국가출연연구소가 기술의 산업화에 대부분의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술개발 

은 전적으로 담당하게 되고， 해당기술의 이전 맞 기술의 산업화에까지 함께 참여 

하는 형태로서 기술개발 및 산업화의 대부분의 과정을 국가 뜰연연구소가 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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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의 산엽화 과정에서 일부만을 기업이 담당하게 된다. 이 런 형태의 산업화 

유형은 기엽의 연구개발 및 산업화 능력이 뛰어나지 않은 개발도상국 내지는 후 

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며 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추진하는 주요역할자가 단일화되 

어 있어 다른 산업화 유형에 비해 상업적 성과는 높은 편이나 고도화된 기술의 

산업화에는 부적절한 유형으로 나타난다. 

셋째， 선진국 공동연구형은 기업이 연구개발까지 깊이 관여하여 연구를 수행하 

고 산업화를 추진하는 유형으로 초기 기술개발단계에 있어 공동으로 개발을 완료 

한 후 Scale-up 단계에서 기엽이 전적으로 맡아서 추진하는 유형이다. 본 유형은 

주로 기업들의 연구개발능력이 뛰어난 선진국에서 많이 나타나는 산엽화 유형으 

로서 국가출연연구소에서 추진하는 기초연구에 일부 참여하여 그 결과를 산업화 

하는 형태릎 취하고 있다. 본 유형의 상엽적 성과는 다른 유형에 비해 뛰어나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도국 공동연구형은 국가출연연구소와 기업이 기술혁신 전 과정을 

공동으로 수행하고 기업이 이후 산엽화를 추진하는 유형이다. 본 유형은 기술개발 

에서부터 산엽화에 이르는 모든 과정에서 국가출연연구소와 기염이 함께 추진함 

으로써 기술개발 및 산업화 과정을 전략적으로 추진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그 결과 상업화 성과 역시 매우 높게 나오고 있다. 

2. 산업화 과정에 대한 연구 

산엄화 유형에 관한 연구와 함께 각 산업화 유형상의 단계별 특징에 관한 연구 

도 많이 진행되어 왔다. 각 산업화 유형별로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정이 매우 

다르고 거기에 따른 성공/실패 요인 역시 다르게 나타나므로 유형에 맞는 단계별 

추진전략이 갖춰져야 높은 산업화 성과를 기대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산업화되는 기술의 산업화 요인 역시 산업화의 유형 및 

성과와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다. 현재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이 산업화되는 경 

우 크게 2가지 요인에 의해 산엽화되고 있다. 

첫 번째， 시장의 수요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 경우는 시장에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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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요구를 인식함으로써 산엽화가 이뤼지게 된다. 이러한 

경우 시장에서 나타나는 새로운 제품에 대한 요구틀 기존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경우 그 해결책으로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여 신제품을 완성하게 된다. 

둘쩨， 혁신적 선기술의 응용에 의해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다. 이라한 형태의 산 

엽화의 경우는 새로 개발된 신기술의 응용처를 찾던 중 새로운 시장의 창출 가능 

성을 발견하고 제품으로 발전시키는 경우이다. 

이라한 다른 산업화 유형은 기본적으로는 아이디어 창출， 문제해결， 산업화의 

형태를 취하고 있으나 세부 추진 형태에 있어서는 그림 3 과 같이 서로 각가 다 

른 모습을 보이게 된다. 

Market pull 형태의 경우 기본적으로 연구개발 초기 단계인 아이디어 도출 단 

계에서 시장의 수요 인식 및 그에 대한 사업아이디어가 도출된다. 그리고 이-이디 

어 구체화 단계에서는 사업화 전략을 수립하게 된다. 따라서 시장분석결과에 따라 

아이디어의 구체화 혹은 제품의 구체화를 하고， 해당 제품의 목표시장의 선정과 

사장 공략 전략이 수립된다. 또， 이런 계획을 뒷받침 할 R&D 방향을 설정 및 자 

원 확보 계획이 수립되게 된다. 그 이후 문제해결 단계에서는 아이디어를 실현 할 

수 있논 구체적인 기술확보를 추진한다. 또 해당기술 확보 후 목표시장에 부합하 

는 제품 및 공정기술을 개발하게 된다. 시장검증 단계에서는 문제해결 단계로부터 

확보한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생산하게 되며， 이를 통해 시장 검증 절차 및 

시장 진입 준비를 한다. 이런 과정 이후 마지막으로 사업화 단계를 추진하며 완성 

품 생산을 통해 산엽화 과정을 마무리한다. 

Market pull 형 태 

Technology push 형 태 

<그림 3> Idea 제공자에 따른 산업화 과정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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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nology push 형태 산업화 과정은 기본적인 기술이 이미 확보된 후예 상엽 

적 성과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market pull 형태의 산업화와논 다른 형태를 나타 

내게 된다. Technology push 형태의 산업화는 초기 연구개발 단계로 시작된다. 

이 단계에서 원천기술 및 파생 응용기술을 확보하게 되며 이때는 상엽적 효과를 

고려하지 않은 순수한 기술개발 단계이다. 그 이후 아이디어 도출 및 구체화 단계 

에서는 확보된 기술의 활용범위 탐색 및 해당 시장의 규모가 파악되고， 해당 기술 

의 최종 제품화 및 서버스 전략을 수립한다. 또 제품화 가능성 및 시장성을 함께 

진단한다. 다읍 단계인 시장검증 단계에서는 확보된 기술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고 

개발된 시제품을 통해 시장 검증 절차 및 시장 진입 준비를 하게 된다. 이와 함께 

기술개발과 사업화 주체가 다른 경우에는 기술 이전을 통해 제품을 개발하게 된 

다. 마지막으로 사업화 단계에서는 완제품 생산을 통한 산업화가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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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 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잘용화 가 확 및 센터 운영 

1. 이론적， 잘혐작 접근방법 

가. 추진전략 및 방볍 

(1) 실용화센터 역할의 정립 

(가) 실용화센터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산엽기술개받과 벤쳐장 

업 추진의 전진기지의 역할올 수행한다. 

(나) 실용화센터는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응용연구를 수행하고 이를 산 

업계와 협력하여 사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주목표로 한다. 특히 선진국들 

에서 등한히 하고있는 저 · 중에너지 양성자빔의 산업적 활용에 주력하여 

차별화된 우리 산업기술을 이룩한다. 또한 이 분야에서 중소기업의 기술 

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다) 설용화센터는 산엽계에 신기술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양성자기 

반공학기술개발사업에서 도출되는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탐색 

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기술과 제품을 발굴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라) 실용화센터는 다음의 그렴과 같이 실용화를 추진하며， 이를 위한 실용 

화대상기술확보， 산업화의 타당성검토， 산염계와의 협력， 등의 엽무를 총 

괄적으로 수행한다. 

<그림 -4> 실용화센터의 역할 

기
 



(2) 양성자기반공학기숨개발 응용 

기숨， 빔가속장치 이온원 개발된 일환으로 (가) 원자릭중장기연구개발사업의 

활용한 산엽적으로 기술을 가속장치 저에너지 。-드
。
 

조절기술， 빔 기술， 

신 있는 다. 이 기술들을 기반으로 저렴한 

산업기술분야의 성장을 유도한다.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에서 나오는 spin-off 기-술의 산업적 

경쟁력 개발하여 공정기기를 

활용 (나) 향후 

을 도모한다. 

기본장비로 조사장비틀을 빔 있는 보유하고 한국원자력연구소가 (다) 현재 

。1
M 

/
←「활용할 조사시설을 1:l1 

D 국외 통해서 필요시 국제협력을 활용한다.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수행하였으나 산업화되지 

누출이 

기초연구를 

도록 한다. 이 경우 산업기숨의 

。l
1.;') (라) 문헌조사를 통하여 선진국에서 

이용분야의 산업화를 추진한다. 

명공학)다 

다 

은빔 

@ 

혀
 

핵심기술 

<그림 -5>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기반기술 

점진적 정립 (3) 설용화 추진 방법의 

。L
li 

으로 추진하여야 할 기초연구에서 사업화까지의 전 실용화 과정에서 

려되어야 하는 사항들을 추진하면서 모델을 보완해 나간다. 이의 일환으 

일차적으로 실용화업무의 준비단계에서 펼요로 하는 

제품의 평가방법(타당성 검토 방법)을 정립한다. 

고 

실용화 대상 기 

지원으로， 전문기술자문업체의 실용화 업무경험과 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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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을 발굴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방볍과 이 

시점에서부터 기술 소유권의 관리방안을 점검한다. 

(다) 설용화에 참여할 적정업체를 선정하고 기술과 제품의 개발을 공농으로 

추진하는 홍보방법， 관련되는 기업들에의 접근방볍， 제품개발에 필요한 총 

괄적인 자원조달방법， 참여기업과의 계약방법 등 실용화를 위한 산업계와 

의 협력방법을 망라한다. 

(라) 참여기업과 함께 공정기술 및 제품 개발에 착수하쓴 시점부터 기술이전， 

교육훈련， 품질관리， 시장진입방뱀， 홍보 및 판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수 

행하는 구체적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간다. 

(마) 실용화 추진방안을 확립하기 위한 산업계와의 협력방안은 관련 전문기술 

용역업체에 용역으로 의뢰하여 수립한다 

나 연구개발 추진체계 

(1) 1 단계에서 양성자공학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실용화방안을 구체화한다. 실 

용화대상기술을 발굴하고 산업계의 자문을 받아 공정기술과 제품의 개발가 

능성을 탐색연구와 기초실험을 통하여 확인한다. 양산화의 기술적 및 경채 

적 타당성을 검토한다. 기업의 참여를 원칙으로 양산기술을 개발하고 사업 

화를 추진한다 

.. 기초연구단계 ----_ .... 실용화연구단계 -... 

기초기술자료. 

확보 

<그림 6> 단계별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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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단계에서 실용화센터가 장기적으로 산업기술개발과 벤쳐창업 추진의 역할 

을 담당하기 위한 설용화센터 운영기반을 구축한다. 실용화센터의 수익모델 

을 다양화하고 장기적인 독립채산 운영방안을 수립한다. 

2. 연구내용 

실용화 

기본장비 및 시설 

확보 

산엉체수요증진 

실용화대상기술앓꿇 

<그림一7> 실용화 수익모델의 역할 

<표 5> 세부과제 별 연구 내용 

I -δ 7 ， 。 U i -- 선 기술의 산업계 수요 검토방볍 

싫용화센터 
장기운영빙만 
(독립채산운영) 

구차 수립 l 
j | 1 - 선 기술의 기존기술과의 경쟁력 검토방법 | 
] 화 ~----+ I ~~，~~2， I~ 산엽계와의 협력방안 구체화 j 기업의 l l | - 기반기술의 산업계 홍보 ; 지속적인 판심과 김토， 사이버시장 l 

~계빙안 | l 
| /L 그) '-'- 실수요자의 발굴， 선기술 협력방안의 구체화(업무분담 등) 

T 딩 1 - 전문기술 용역엽체에 용역의뢰(공동수행 형태 
F • 4 • ~------------------------------------ ←←←←)←」

j 실용화 대상 I - 사업디 내 장치기술 응용 i 
기술 및 | 」 ! 

I - 외국의 빔 이용연구결과 이용(필요 시 국제협력으로 수행 
j 잘용 i 제품 발굴 } • 」
화 Infra 구축 I - 이 온빔 조사장치 운영 j 

내1터 및 운영 - 빔 진단시스템 보완 j 
f운영 선기술개발 - 기술적용 평가방안 반영 | 
j 타당성 토 - 기술적 및 경제적 타당성 검토 i 

(2건이상 - 적정한 개발방볍 및 절차 제시 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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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결과 

가. 기술평가체계(첨부 1 참조) 

나. 실용화 대상 기술 및 제품 발굴 : 빔 조사방법이l 의한 보석 발색 기술개발 

(1) 개요 

(가) 보석의 수요/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 발색은 Clarity, Carat 등파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임 

(나) 수요자는 항상 특이한 발색을 원하나 천연 보석은 공급이 제한적 

(다) 보석 발색기술 개발은 장식 산업에서 큰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음， . 

(2) 보석의 발색원리 

보석은 치환형 볼순물이나， 공공의 유입에 의해 색상이 바뀌게 된다. 예플 

틀어 다이아몬드 결정 내에 N Y- B 이 C 격자점에 유입되면 각각 electron 

donor 와 electron acceptor로서 작용하여 가시영역내의 전자 에너지 전이 

수준으로 되게 하여 발색변화를 유발한다. 또한 산화물이나 질화물 보석의 

경우 O나 R가 격자점을 이탈하게 되면 하나 또는 두 개의 잔자가 공공에 

존재하여 부분적으로 band gap이 변화되어 color center로 작용하게 된다. 

(3) 보석 받색 조절방법 

(가) “보석은 조사 및/또는 가열에 의해 다른 발색효과를 냄” 

(나) 다이아몬드의 경우 고에너지 입자충돌로서 pale yellow에서 fancy blue, 

green, brown, orange, very dark green , 그리 고 yellow로 변화할 수 있 

다는 보고가 있으며， 고에너지 입자들로 전자， 중성자， 양성자， 감마선， 

알파 입자 등이 있음. 

(다) 감마선과 중성자 조사를 제외하고는 대개 근접 표변의 색상만 변화시키 

며， umbrella like color zonation과 같은 불균일 채색을 유받하며， 

Heating은 격자결함틀의 분포 및 성질에 변화를 주어 또 다른 발색변화 

를 유발 함 

; 
、j 

) 

7 
ι
 



(라) Coating 이나 backing 또한 색상 변화를 유발할 수 있음 Coating이 아 

주 잘되면 coating의 흔적도 없이 색상을 감쪽같이 변화시킬 수 있으나， 

coating막이 일부 벗겨지면 흉해지며 색상이 원상복귀 되는 수도 이으/아、 D. 

(마) 갈색 (brown 또는 pale brown)다이아몬드를 고압에서 가열하여 color 

center을 제거하거나 줄여서 무색 또는 pale pink 또는 pale blue로 되 게 

하여 판매한 경우가 있음. 이 방법은 GE에서 개발하여 Pegasus 

Overseas Limited(POL)사에 서 판매 하 였 는 데 “ GE POL"보석 이 라 명 명 . 

: 현재 서울사립대(송오성 교수)에서 주로 개발하고 있는 공정 

(바) Laser가 적용되기도 하는데 색상보다는 Clarity를 향상시키기 위해 hole 

이나 불순물들을 태워 없애기 위해 사용됨. 

(사) Topaz의 경우 다른 blue 색을 내는 보석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여 blue 

발색의 경우 가장 많이 팔리는 보석: 색상 조절을 위한 모든 방법은 

color center의 창조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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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양성자 빛 이온빔에 의한 보석 발색 연구개발 제안 

: “보석 시험편은 업체로부터 공급” 

(가) 빔 조사 

CD 양성자조사: 

이미 타 연구실에서 사용된 적이 있는 수단. 

- 원리 vacancy 및 수소화합물을 생성 band gap을 변화시컴 

@ 이온주입: 

- 보석 발색 연구개발 사례가 발견되지 않읍 

- 원리 : 비슷한 원자가를 가진 (substrate 원소에 비해 원자가가 하나 

또는 둘 정도 많거나 적은) 원소를 주입하여 치환형 고용체를 만들 

어 band gap 변화 유도 

이온종류， 주입 량， 이온 주입 후 열처리 조건에 따라 다른 발색예상 

- 혼합이온주입(가스+가스， 가스+금속)은 독특한 색상을 낼 가능성 큼 

<표-6> 빔조사에 의한 보석 el- λP 
도프 -, 개발 사례 

L켠리 방법 발색효과 =二]
I z}ul- Ã-l( 1;l .!F- Iblue & yellow color center 생 성 - brownish & brown 
감마선(보통 
fì() 용 에 출 green color 외 관， yellow color centerτ 열 처 리 에 의 해 
Co사 ) 노 쉽게 제거됨 

Linac 
deep blue color 생성 (sky blue 라고도 함) : 열처리(냉각 ltreatment(전자 빔 
또 는 가열 ) 에 의 해 unwanted yellow color 제 거 됨 

에 노출) 

Nuclear 
blue color 생 성 . 보통 medium to dark grayish blue(steely j 

또는 inky로 명명) . 후 열처리 불필요 Linac treatment와 
reactor(fast 

함께 상엽 적 거 래 시 radioacti vi ty 관계 로 NRC의 규제 및 
neutron에 노출) 

허가가 필요 

Nuclear reactor 
Oark blue color, 상엽 적 명 칭 Electra blue, super blue, 

및 Linac & Heat 
New blue, Swiss blue, Max blue, American blue, super 

ltreating 복합 
sky blue, 등 

처리 

꺼
 μ 



(나) band gap 계 산: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 vacancy 또는 고용체의 강우 vacancy 성질 빚 

주입이온의 종류에 대해 band gap 및 luminiscence 득성 계산이 필요. 

(다) 조사 후 열처리(확산 조작) : 

CD 중성자 감마선 조사시를 제외하곤 color center가 근접표면에만 생성 

되므로 후 열처리 공정 개발 이 필요함. 

@ 열처리 시 결함의 일부는 표면으로 이동 사라지며 일부는 내부호 확 

산되어 보다 안정적으로 될 수 있읍. 

@ 열처리는 조사에 의한 비정질 층(빛의 굴절에 영향을 미침)의 결정화 

까지 고려해야함‘ 

(라) 특성 분석 : 

@ 보석 발색효과 uv-visible spectrophotometer를 이 용 absorption 

spectra로서 분석될 수 았음 UV -visible range에서의 광 투과 또는 

반사를 측정 absorption edge의 변화를 관찰. 

(밍 발색 기구 분석: XPS , AES 

.!;L λ} '-'- , 

t二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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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조사된 표면의 화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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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a) 이온 주입직후: 불균일 흑색， 질소 원소의 존재가 뚜렷하며， 비화학양콘비적 

(non-stoichiometric) C-N 화합물을 형성하고 있다. 

(b) 이온주입 후 Ar 분위기에서 열처리: 균일 흑색， 밀도가 줄어들었으나 화학양 

론비적 (Stoichiometric) C-N(C3N4) 화합물을 형성하는 정향을 보임 

(c) 이온주입 후 공기 중에서 열처리: 질소기- 검 출되지 않음 

흑색 발색이유는 표면의 탄화(거을럽 )가 아넌 질소이온과 다이아몬 
드 탄소 간의 화학작용임이 명백하며， Ar 중 열척리는 이 효과를 
균일하채 해주며 공기중 열처리는 질소를 다시 환원하게 함(때카나 
즘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 함). 

<그림 -8> 질소이온주입 및 열처리된 다이아몬드의 Nsl XP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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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7> Selected Gems and their characteristics 

IPEARL 
conchi이m+ 

CaC03 
UV fluorescence 

A1203 IHardness: 9, S.G: 4, 

R u b y ( r e d\R.I 1.761- 1.799 

iCORUNDUM Icorundum) Birefingence: lρw 

Sapphire(all UV fluorescence 

\ lother c이or) D뼈sion: \ow 

-.color 

- .slze 
-.C따at base acc ‘ 

m 
color I clarity , 

Slze 

$100,000 -over 

$1.000 ,000/carat 
l]adeite(Nal 
\- . i \- .Co\or(principle) 
Ir c h\veη hard (6-7) 

. I-.Color 
1. _Ia 1 u m i n 0 u slhighly intergrown , interlocking) 1 
/J A D EI 、 1 - • - luniformity& match 
! . IPvroxene) ImOnOCllnlC 
j ( J A D E I T E , ‘ ) l 4 lγ I - .Tan찌S하luκcenc 

! k뒀N 網뻐 yst때때t떠떼a외l f | 1 .. ' _ _ 1_ . I-.Clarity 
lrich Ma, iron,lR.L l.62- l.66 

녀 \ u m i n 0 u slU.V. fluorescence 

놓 lamphibole) 

i | |hard 7 7 5 
Ihexagonal 

IS.G 3.0-3.2 

1- ‘ pink: 3.03 

I TOURMALlNE 

H y d r 0 u s l-. red: 3.05 

m i n e r a 1 sl-. pale green:3.05 

containing Li,I-. brown:3.04-3.1 

Al, B, Si +1-. dark green: 3.08-3.11 

IK, Na, Fe,I-.blue:3.05-3.l1 

Mg , Mn i-. black: 3.08-3.2 

IR.I: l.62- l.64 

IBirefingence: high 

laverage about 0.018 

dispersion: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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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ghtness 

- cotor (most 

expensive: pink, 

red, b\ue, general: 

Igreen, brown, 

1 0αrange) 
|「- Deptd}h1Um(0)f Cαm띠o이)] 

and tone 

1-.‘ C디la따nαty 

J____ • •• 



r---→기←---←~까H따dness : 6.5-7 →←F→丁

( ι νToughness: fair to good 
! -. flawless 

S.G.:3.3.-3.4 
l-.good 

Igreen color 

Dispersion: 0.02 

UV fluorescence: none 
R3Mz(SiOz) 

R:Ca. Mg , or lHardness: 6.5-7.5(reds 7-7 .5) !.. . 
- • iColor 
Fe2+ IUV fluorescense: none ! . 

1-τ τ ←비교적 저가 { 
M: Al, Fe3+, orlanomalous double refraction 

Cr 

1 、 i Carat bas심ELIGJ 
IHardness:7.5- 8 1.. Icolor, clarity, size 

Be3A12Si6018 JToughness: fair \ 1-. >5 ct: $25000/ct l 

+Cr Emerald S.G: 2 65- 2 9 F권 ~O j-. 1-2 ct range: 

+Fe(Aquamarine) IR. I: 1.57-1.59 ’ $1500-450αct. 

+Mn(Moganite) IBirefringence:0.005-0.009 1-.0.l2- l.5 ct: 

1 Krv f111orescence: noR $경5/ct. 
1주깅1 

‘ /- --~， 1- C 0 1 0 r( B i g g e s 디 

s휴판S않삐e리II띠lin멍g: b비뻐lω뻐삐리 
1 -.’.Fla、w‘，yles잃s 

i「- moS앙t exp야뼈뼈빠뻐e안태없뼈ns떠IS1잉lV 
Red, Intense pink 

|아 
$300-1000/ ct, 

PERIDOT 

(OLIVINE) 

L 

1 TOPAZ 

N M 
긴
 

[Mg ,FeJz.SiOz R.I: l.65 - l.69 

Birefingence: 0.0036 

Hardness:8 

S.G: 3.5-3.6 

R.I: l.61- 1.64 

Birefringence: 0.005-0.009 
violet, 

Alz(F,OH)zSiOz 
weak UV fluorescence 

m 

q 
ι
 

m n m 7 

ι
 

\1-5ct size 
Color enhancement with l 

Inext: evry mtense 
Gamma ray, high energyJ 

beam. an띠~~ I o 
- ’ ---- jS$100-$400/c t. in l 

\5 ct. $50-200/ ct. in l 

11-2 ct. size 

IColor(The mc페 
Iproced is 

"electric" bluel 

\followed by red,1 

lorange and vellow I 
Some UV fluorescence 

멜뺀깅따g뻗맨맺딴 

electron 

Ineutrons 

I ~따때dness‘: 6.5구 
lrS G: 3 95-4 8 
R.I.: l.92- l.98 

I Brefringence: 0.04-0.06 

Dispersion: 0.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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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부 2 

(가) “질소이온주입에 의한 몇 가지 보석 류의 발색효과” 

(나) 시펀제공: 서울시립대 송오성 교수 연구실 

(다) 이온주입 및 열처리 실험: 본 사엽단 이온빔 Lab. 

(라) 사용 빔: 질소 이온 (다른 이온은 장치 사정상 사용이 어려움) 

(마) 보석시펀· 인조 빛 천연 다이아몬드， 수정， 사파이어， 이산화티타늄 

(바) 향 후 필요 연구: 본 실험에서 성공한 흑 다이아꽁드의 표면특성 분석 

(XPS , AES , 또는 Raman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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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nfra 구축 및 운영 

0) Gas Ion Implanter 020kV, lOmA급) 

(가) 분위기 가스 인입장치 설치 

(나) 웨 이퍼 장착용 지그 제작 

(다) 시편 온도측정 및 가열장치 제작 설치 

(라) 시편 부착 냉각판 교체수리 

(마) 빔 프로파일 측정장치 제어부분 

(바) 이온원 진공 leak 수리 및 정비 

(사) 가속관 분전 저항판 제작 

(아) RP오일 4회， DP오일 3회， 필라멘트 3회 교체 

(2) Metal ion implanter OOOkV, lmA급) 

(가) 이온원 진공배기를 위한 진공시스템 (Diffusion Oil pump, Rotary Pump, 

Autovent valve) 교 체 

(나) 이온원 냉각판 제작 및 금속 증발용 crucible 장치 수정 및 교체 

(다) 이온원 진공 시스템에 수동 fore-line valve를 공압식으로 교체 

(라) 수동 vent valve 섣치 

(마) 이온원 구동 전원장치 수리 보수 

(바) RP오일， DP오일 3회 교체 

(3) Ion implanter for semiconductor 020kV, SmA급) 

(가) 이온원 절연부품 교체 

(나) 이온원 진공배기 Rotary Punp 수리 

(다) Fore-line에 오일역류방지 밸브 설치 

(라) 이온원 부착 전면 오링 제작 설치 

(마) Full Range Gauge 설 치 

(바) RP오일 2회， DP오일 1 회， 필라멘트 1회 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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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on Irradiator (50kV , 50mA급 ) 

(가) 고전압 절연 PC base control system 구축 

(나) 무전해수 냉각 순환 펌프 교체 

(다) 고분자 양산 처리용 Roll 지그 제작 

(라) Roll 냉각장치 설치 

(마) Main valve용 Butterfly val ve에 서 Gate valve로 교체 

(바) Diffusion Pump 1 개소 추가 설치 

(사) Rotary Pump 3회 수리 , Diffusion Pump 냉 각 배 플 2회 수리 

(아) RP오일 8회， DP오일 4회， 필라멘트 2회 교체 

- 34-



제 2 절 전력반도제 기술개발 타당성 조사 

1. 양성자-조사 용도 

1970년대 이후로 양성자 가속기로부터 나온 양성자를 의료용， 재료용， 반도체 

용， 등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고에너지 양성자는 그 에너지에 따라서 어떤 원자를 다른 원자로 전환시키기 

도 하고， 재료의 화학적 · 기계적 결정 구조를 바꾸기도 하며， 결함 층을 생성하 

기도 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현재 다음과 같은 분야에 그 용도를 확립하 

고 실용화 기술을 꾸준히 개발하고 있다. 

• 방사성 치료(의료) 

} 방사능 추적기(의료 · 화공) 

’ 재료 변환(신기능 재료) 
’ 표면 가공(재질의 성능 개선) 
’ 결함 층 형성(전력 반도체 소자의 성능 향상) 
’ 기타 재질의 가공 
본 기술 조사에서는 특허 기술8)을 중심으로 그 용도를 조사하였으며， 특히， 

미국 특허 (US X，XXX，XXXJ를 중섬으로 대표적인 양성자-조사의 용도에 대한 

사례를 하나씩 들어 정리 · 요약하였다. 일본이나 유럽 특허도 조사하였으나 건수 

가 미국에 비하여 미미하고 또， 대부분 미국에도 출원되어 있으므로 미국 특허를 

기준으로 조사 · 분석하였다. 

가. 재료 변환 또는 표면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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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목 Method and apparatus for altering material 

(3) 보유 기 관 Sandia Corp.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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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재료의 근표면 (subsurface) 특성윤 열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이온 뱀， 전자 

빔， x-선과 레이저 기술을 이용한 여러 기술들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그라 

한 기술의 획기적인 기대는 대부분 달성되지 못하였다‘ 뜸히， 근표변 특성을 

열적으로 바꾸기 위하여 레이저를 시용한 것은 단지 제한적인 상엽적 성공 

을 가져왔을 뿐이다. 이 문제의 원인은 1) 처리 면적당 높은 비용， 2) 二l 격: 
u --, 

내에서 짧은 증착 깊이(< 50 nm) , 3)금속 표면의 높은 반사율， 4) 광 흡수의 

큰 펀차， 5) 낮은 출력에 기인하여 주사(scan)의 필요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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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펄스(30-500 ns)를 생성하기 어려운 점 3) 낮은 반꽉율(< 1 Hz) , 4) 낮은 

평균 출력， 5) 단일의 선택 가능한 이온 종의 균일한 이온 빔을 신뢰성 있게 

생산하기 오려운 점， 등이다. 

(5) 해결책 

고에너지 이온 빔을 장시간에 결친 동작 사이클로 반복하여 생성하는 장 

치로서， 고온 어닐링과 급속 열 식힘이 가능하여 복잠한 표면 합금， 상이한 

재료의 액상 혼합， 비정질， 무질서한 결정질 (disordered crystalline) , 나노 결 

정상(nanocrystalline phase)을 만들 수 있다. 기타 응용으로서 폴리머의 식 

각과 교차-결합(cross-linking ), 세라믹 표면의 광태， 밀봉， 솜벤프플 사용하 

지 않고서 표면 세척， 연마와 세정을 하기 위한 경제적인 건식 공정， 등을 

포함한다 또한， 기판에 박막을 용접하는 새로운 기숭로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램 -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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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표면 기-공을 위한 이온(양성자) 조사(1) 및 이온 발생기 장치 (2). 

상기를 달성하기 위한 이온 빔 생성기는 두 개의 주요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에너지， 펄스의 출릭 시스템과 이온 빔 소스인데， 양쪽은 높은 반복 

율의 능력이 있으며 또한 연장된 동작 수명을 갖는다. 첫 번째 부품은 콤팩 

트， 전기적으로 효율적이고 반복적인 펄스를 내고， 자기적으로 스위치되고， 

109 펄스 동작 사이클의 능력이 있는 펄스 출력 시스템이다 출력 시스템은 

120 Hz의 펼스 반복율에서 60 ns에서 펄스당 2.5 kJ의 에너지까지 전달하면 

서 연속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 출력 시스템은 0.25~2.5 MeV의 이온 빔 에 

너지로 30-500 ns 기간의 펄스 출력 신호를 전달할 수 있다 또한 출력 시 

스템은 50 % 전기 효율로 동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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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면 가공 (물질 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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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목 Process for surface modification of semicrystalline polymers 

(3) 보유 기 관 Minnesota Mining and Manufacturing Co. , USA 

(4)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폴리머 표변의 열화에 미치는 화학선 방사(actinic radiation)의 효과가 장 

기간 연구된 바가 있다. 특히， 반도체의 사진식각용으로서 UV( -220 nm) 방 

사의 폴리머에 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다. 한편， 폴리머성 콘택트 렌즈를 

83-133.5 nm 방사를 갖는 스파크 방전에 노출시키면 렌즈의 축축함과 밀착 

성이 개선된다는 것이 US 3，978，341에서 제시된 바가 있다. 이후 KrF, ArF 

엑시머 레이저가 개발되면서 폴리머， 폴리 이미드나 PET(Poly - Ethylene -

Terephalate)의 광분해 (phto-decomposition 또는 photo-ablation) 또는 결합 

끊기 (bonding breaking)를 이용한 미세 형상 제작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광 

분해(광증발) 되지 않고서 표면 근처에 비정질화 된 층을 형성하는 것을 필 

요로 하는 용도가→ 있다. 

(5) 해결책 

반결정 폴리머 상에 비정질화 된 표면 층을 형성하는 공정을 제공하기 위 

하여 낮아진 광학 반사율， 증대된 광학 투과율， 증대된 도포 점착력， 증대된 

자동 점착력， 노래지지 않은(열화되지 않은) 표띤， 결이 없는(증발되지 않은) 

표면과 다른 폴리머를 전자 빔 합체 (grafting) 하는 데 증각된 능력이 뒷받 

침 되어야 한다. 증발과 비정질화는 방사 조건(조사된 펄스의 개수와 펄스딩 

에 너 지 밀도( fluence-mJ/cm2/pulse)에 따라 결정 이 된다. 

광증발은 표면이 아세톤에 아주 장 용해되도록 하는 반먼에， 가급적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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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짙화 된 층의 두께는 최소 5 nm , 바람직한 최대는 60 n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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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방사능 추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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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목 Beryllium-7 labeled carbon partic1es and method for making 

(3) 보유 기 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USA 

(4)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방사능추적 기 (radiotracer)로서 중성 자-활성 화 된 석 탄(coal) 또는 유사한 

탄소를 포함하는 재료는 고체 석탄이 아니라 오히려 석탄 내의 불순물에 의 

하여 생성된 사용 가능한 방사능 핵을 포함할 것이다. 불순물 양에만 기반을 

둔 여러 조성의 방사능 핵은 균일한 고성능 방사능추적기에 대한 요구 사항 

을 만족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러므로 중성자一활성화논 순수한 탄소로부터 

방사능추적기를 만드는 디]는 실용적이지 못하다. 

(5) 해결책 

카본 블랙(carbon black) 내에 양성자를 조사함으로써 양성자 핵 반응에 

의하여 격자 내에 Be-7 방사능추적기를 생성한다. Be-7은 53 일의 반감기를 

가지며 478 keV 감마션을 방출한다. 양성자를 50 MeV 이상의 에너지로 50 

μA에서 2 주 동안 조사하면 11 μCi/mg의 카본이 형성되고， 포화되면 약 

100 μCi/mg을 얻는 것이 가능하다. 

구체적인 공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타켓 재료는 약 27 nm 입자 직경 

을 갖는 순수한 카본 블랙이다 3 g의 분말을 알루미늄 박판 포장에 부은 

다음 스텐인리스 스틸 디스크 캡슐에 부어넣는다. 양성자 조사는 

BLIP(Brookhaven Linac Isotope Produced 에 서 입 사 에 너 지 191 MeV와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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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켓은 잘라서 개봉되고 카본은 pH 1.4 HCl 용액에 부어넣고 카본을 분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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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된 상청 액( supematant)은 시금된다. 끝으로 카본은 Tween 80 용액에서 심 

하게 휘저어 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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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재료 변환(신기능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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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목 Production of carrier-free Hl1 CN 

(3) 보유 기 관: United States Department of Energy , USA 

(4)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Hl1CN은 혈액 체적 측정 (blood volume measurement)과 같은 분야에서 

직접적인 의학적 용도를 갖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물질은 반동 공정 (recoil 

process)에 의하여 싸이클로트론 타켓에서 직접 생산하는 것과 아울라 합성 

하는 방법이 최근이l 제안되었다. 그러나 합성 방법은 까다돕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어 상당량의 불활성 매개제를 포함하게 된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직접 반동 공정은 최적의 조건 하에서도 생산된 C-ll 

의 50 % 미만이 사용된다. 이 공정은 CN의 파괴를 막기 위하여 낮은 조사 

적량(dose) 수준에서 N2와 H2를 양성자-조사에 노출시킴으로써 HllCN을 

직접 생산하였다. 그러나 수율이 비교적 낮고 공정이 비효율적이다‘ 

(5) 해결책 

N2와 H2 혼합을 비교적 높은 조사적량의 양성자-조사에 노출시킨 다음 

타켓에서 조사의 결과로 존재하는 NH3와 반응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수용 

할 만한 기간 내에 Hl1CN을 생산하게 되어 이것을 방사능 추적 붉펀이나 

합성 중간체로서 이용할 수 있다. 

양성자의 에너지는 4 MeV에서 28 MeV이며， 방출물인 NH3, CH4와 추적 

자인 llC02와 I1CO를 생성하게 되고， 방출물에서 llC02를 끄집어낸 다음 

방출물에서 llCH4와 NH3를 반응시켜 HI1CN파 수소륜 생성하게 된다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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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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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ICN이 남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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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결함 층 형성(전자 소자 성능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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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목 Semiconductor solar cells 

(3) 보유 기 관 The Secretary of State for Defense, USA 

(4) 해결하려고 한 기존 문제점 

인공위성에 실려 있는 PN 접합 대양 전지에 전자， 양성자， 알파 입자， 더 

무거운 핵을 포함하는 고에너지 핵 입자들이 입사하면， 간극(interstitiaD 이나 

공극(vacancy)과 같은 1차 결함들을 형성한다. 이러한 1차 결함들은 매우 유 

동적이어서 격자를 통하여 이동하여 서로， 또는 불순물 원자들 또는 이미 존 

재하는 결함과 결합하여 더 큰， 안정적인 2차 결함들을 형성한다. 격자 내의 

2차 결함들은 특히 전자나 정공을 포획하기 쉬우므로， 빛에 의하여 PN 접합 

에서 생성된 전자와 정공들을 전극까지 이동하는 데 방해하여 결국 전지 효 

율이 떨어진다. 

(5) 해결책 

PN 접합과 다소 떨어진 데에 게더 링 구역 (gettering zone)을 만들어 1차 

결함들이 그 쪽으로 이동하여 포획되어 그 곳에서 포획된 2차 결함들이 형 

성되게 함으로써 PN 접합의 인접한 곳에 2차 결함들이 생성되는 것을 감소 

시 킨다. 게더 링 구역은 침 전-다수 층(precipitate-rich layer)으로서 Si 기판에 

는 산소를 다량 포함하는 층이다. 

한편， 양성자-조사를 함으로써 기판 내에 게더링 구역을 형성할 수도 있 

다. 격자 손상을 일으키는 양성자의 에너지가 0.1 MeV이띤 l μm의 깊이에 

침투하고， 4 MeV이면 약 100 μm의 깊이로 침투한다 (<그림 -10> 참조). 저 

준위의 손상은 산소의 침전을 위한 핵의 구역과 같은 역할을 하고 고준위의 

손상은 격자 결함 게더링 구역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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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양성자-조사에 의하여 가공된 방사능추적기 소자의 단면도. 

n+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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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추천하는 미래의 주요 기술중의 하나가 신물질임을 감안할 때 양성자-조 

사에 의한 신물질 개발은 그 연구개발의 가치가 지대하다 할 것이다 이 보 

고서에서는 양성자-조사를 반도체， 특히 전력 소자의 적용에 중점을 두고 

기술 조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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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력 소자의 시장 조사 

양성자 조사를 전력 반도체의 고속화에 이용하려는 기술은 70년대에 이 n1 제 

안된 바 있다. 양성자-조사를 적용할 수 있는 반도체 소자는 제 3 절에서 언급 

할 예정이지만 소수 캐리어가 소자의 주된 전류로서 역할을 하는 다이오드， 싸이 

리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그리고 IGBTCInsulated-Gate Bipolar Transistor), 

등이다. 따라서 이들 소자들의 세계 시장을 살펴봄으로써 전력 반도체 분야에 가 

능한 양성자 조사의 시장 규모를 예측할 수 있다. 

반도체 시장에서 전력 소자는 개별 소자로 분류되어 있다. 개별 소자에는 다이 

오드， 소신호 트랜지스터， 파워 트랜지스터， 정류 소자， 싸이리스터， 등이 있다. 

파워 트랜지스터에는 파워 MOSFET, 파워 바이폴라， IGBT가 있다. 여기서는 

본 과제의 대상이 되는 전력 반도체에 대한 시장 현황 및 향후 동향에 대하여 

조사 · 분석해보기로 한다. 

가. WSTS 자료에 기초한 전력 소자 시장의 조사 · 분석 

전력 반도체의 정의에 따라 시장 규모는 달라질 수 있는데， 앞서 언급한 개 

별 소자의 분류 중에서 다이오드와 소선호 트랜지스터블 제외하면 모두 전력 

반도체로 간주할 수 있다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전력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율 

을 조사함으로써 전력 반도체 시장의 중요성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램 11>은 WSTS(World Semiconductor Trade Statistics)의 자료7)에 따 

른 반도체 소자 전체와 개별 소자 전체의 세계 시장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전력 소자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개별 소자익 시장은 반도체 전체 시장과 거의 

동일한 성장세를 보이고 았다. 80년대를 포함한 장기적 관점에서 반도체 시장 

의 년간 성장률은 타 산업보다 훨씬 높은 7%를 보이는데 전력 반도체익 성 

장플도 이와 같다. 일반 산업의 연간 성장률이 3 % 정도인 것을 감안하면 성 

장활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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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반도체 소자 전체와 개별 소자(전력 소자)의 시장 추이 

<그램 -12>에 나타내었듯이 세계 개별 소자 사장은 세계 반도체 전체 시장 

의 약 8 %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70년대 발부터 90년대 중반까지 IC의 소
 「

그
 
닙
 

한 상장으로 인하여 전체 반도체에 대한 전력 소자의 비율이 상대적으호 낮았 

윤 뿐， 전력 소자의 절대적인 시장 규모는 여전히 크다. 최근에 에너지 소비의 

합리화， 시스템의 고성능화 추구에 힘입어 반도체 전체에 대한 잔력 소지-의 비 

율은 7.5 % 수준， 또는 그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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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 모터 제어， 증폭 및 반도체는 다른 부품과 함께 전력 전통적으로 전력 

인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하고 등에 스위치 

확대됨에 따라 시장으로 자동차 ul 
^ 네트워킹， 통신 한 기반으로 터넷 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있다. 인터넷을 변화하고 수요가 빠르게 반도체의 제품별 전력 

통신 장비， 일반 PC, 가전 제품 외에도 OA!HA/산업/수송/우주/군사용의 전력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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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확대되는 채용이 부품으로서 핵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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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효율화에 대응 둔화되는 반면， 세트의 등의 성장이 GTO, 싸이리스터 기존의 

트 랜지 스터 , 특히 IGBT와 IPM (Intelligent Power Module) 시 하기 위한 전력 

가속화 되 고 있다.1) ~5) 장의 성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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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SFET, 

자
 
가
 

도
 
。화

 

트랜지스터(바이폴라， 

있다. 싸이리스터의 성장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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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가 100 Hz에 불과하다는 소지의 느린 동작 속도에 기언한다. 씨이라스 

터와 다이오드는 생산량 자체는 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딘가가 다 급속히 띨 

어져서 시장 규모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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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연도별 소자별 시장규모 

전력용 트랜지스터와 MOSFET를 결합한 IGBT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서l 

탁기， 냉장고， 펌프， 전자레인지， 등 광범위한 분야에 적용되면서 2000년 현재 

(2001년에는 세계 경가의 불황으로 인하여 반도체 전체 및 IGBT 시장이 전년도 

에 비하여 줄어들었음) 12억 달러의 시장 규모를 형성하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전력 MOSFET의 10년전 매출을 이미 따라잡은 것이다. 특히， 에너지 절감 차원 

에서 전략 소모룰 줄이고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가전제품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IGBT와 IPM의 시장 성장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전력 변환용 스윗칭 소자 기술 

은 산업체계의 고품질화 및 고신뢰성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산업기기， 민생기 

기， 정보관련 장비， 수송， 우주， 및 군사용 등 산업 전분야에 걸쳐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특히 에너지 절약과 저소음화의 관점에서 산업기기 및 민생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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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를 중심으로 인버터 제어가 확대되면서 전력용 반도체 업체들은 IGBT 시장의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예를 들어 무정전 전원 장치 (UPS) 분야에서 

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향후 IGBT의 수요가 보다 큰 비율로 늘 것으토 기대된 

다. 기존의 SCR 방식이나 입력부에 액티브 파워 펼터를 부가하기보다는 

All-IGBT 방식으로 갈 것이기 때문이다. 

2000년도 개앨소자의 시장 구성 2001년도 개뿔소자의 시정 구성 

<그램 -14> 2000년과 2001년도의 개 별소자별 시 장 규모. 

<그림 -15> IGBT 세계 시장에서 각 제조회사의 시장 점유율 (2001 년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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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IGBT 시장은 미쪼비시， 도시바 동의 일본 엽체들이 IGBT 모플과 IPM 

사엽 부분을 빠르게 강화해 나가고 있는 가운데 다양한 모델의 신제품을 속속 

내놓고 있으며， 지멘스， 세미크론， 유펙， 파워렉스 등도 IGBT 모률을 비롯， 다 

양한 정격 제품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 그 동안 일본의 아성으로 여겨졌던 

IGBT 시장이 유럽 및 미국 벤더들의 약진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2001 년 

도애 일본 벤더들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자국 내에서도 후지를 제외한 모든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이 2000년도보다 낮아졌다. 이는 IR, 모토롤라， 인피니언， 

온세미컨덕터， 등 여타 벤더들이 선전한 결과이며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계 

속되리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최근에는 미국과 일본의 현지 생산이 더해져 동남아시아의 시장 성장율은 

15%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페어차일드 코리아도 IGBT를 주력 

제품의 하나로서 검토하고 있다. 

전략 MOSFET 역시 근래 들어 붙어닥친 통신 시장과 자동차 시장의 수요 

증가에 힘입어 연평균 5% 이상의 안정된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으나 최근의 

세계 경기 침체와 더불어 다소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세계 전력 MOSFET 시 

장은 IR이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Vishay, 도시바， 페어차일드， 

온세미컨덕터， STM 등이 각축잔을 벌이고 있다. IGBT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국 등 동남아시아의 시장 성장률이 10%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6>에 보인 바와 같이 개별 소자의 시장 증가율에서 아시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이 전력 반도체 시장에 살아남 

기 위해서는 저부가가치의 전통적인 다이오드와 싸이라스터로부터 고부가가치 

의 전력 트랜지스터， 특히 고성능 IGBT의 개발로 전환하여 팽창하는 시장을 

놓치 지 않도록- 하는 것 이 중요하다. 

1970년대에 전력용 MOSFET가 개발된 이후 전릭 스위치는 중전압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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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량의 전류 도통이 요구되는 범위에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나 싸이리스터， 

GTO 등이 사용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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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년대에 개발된 IGBT는 출력 특성면에서는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이상의 

전류 능력을 지니고 있고， 입력 특성변에서는 MOSFET와 같은 게이트 구동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IGBT는 MOSFET와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대처1 

소자뿐만 아니라 새로운 적용 시스템을 창출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옹용 범위 

를 확대해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IGBT는 매우 동적이고 많은 경쟁사를 볼러 

들이고 있다. 만일 IGBT의 동작 속도가 더욱 향상된다면 MOSFET 영역인 고 

속 전력 시스템 용도뿐 아니라 전력 소자 시장을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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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개 별소자의 지 역 별 증가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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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내 전력 반도체 기업 현황 

국내 전력 반도체 기업의 현황을 조사하는 데는 국내 언론， 뜸히 전자신문에 

게재되였던 기사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6) 

국내의 전력 반도체 생산 기업은 페어차일드 코리아CFairchild Korea)와 한 

국전자(KEC)의 2개로 볼 수 있다. 그 외 공급업체까지 포함하면 IR 코리아， 

온세미컨덕터， ST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세미웰 반도체， 화인씬트로닉스， 등을 

들 수 았다. 

페어차일드 코리아는 전력반도체 생산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스윗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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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uality - improved MOSFET) , 게이트 절연 양극 트랜지스터(IGB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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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생산하고 있다. 월 8억개 이상 생산하고 있는데 한국전자나 광전자에 비 

하여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의 비율이 훨씬 높다. 2002년도에 5000억윈 정도의 

매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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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해외 공장까지 포함하여 월 8억개 정도의 생산량을 보이고 있다. 2002년 

총매출은 5000천억원 정도이며， 이중 전력 반도체는 약 10%를 념는 것으로 예 

상된디 향후 전력 MOSFET의 개발도 고려하고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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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다 전력 반도체의 생산올 준비하고 있으나 실리콘이 아닌 화합물 계열이 될 

것으로 보인다. 

IR 코리아는 초소형 패키지 제품인 플립一렛(Flip-FET)을 위주로 국내 시장 

에 참여하고 있다. 매출은 300억원 정도로 추산된다. 

세미웰 반도체는 전럭 소자 설계 전문 업체로서 전력 MOSFET블 주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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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탁 생산을 통하여 공급하며， 이는 안정기 및 인버터 회로에 응용할 수 있다. 

또한， 스윗칭 손실을 최소화한 MOSFET도 개발하여 노트북의 VRM (V ol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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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ed Module ), 라륨-이온 배터리 팩의 로딩 스윗치， LCD 백라이트 컨트 

롤라용 DC-DC 컨버터， 등에 응용이 가능하디. 

온세미컨덕터코리아는 정류기와 안정기용 전력소자 위주로 국내 시장애 참 

여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전력 반도체 생산업체로는 페어차일드 코리아와 한국전자의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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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 시섣을 기준으로 하면， 페어차일드 코리아와 한국전자 모두 다이오드， 싸 

이라스더， 전력 바이폴라 트랜지스터의 생산이 가능하며， IGBT는 MOS 공정 

이 가능한 페어차일드 코리아가 생산이 가능하다. 

다. 바람직한 양성자 조사 적용 소자 

양성자 조사를 잔력 반도체에 적용하려면 소수 캐리어 잔류가 주전류(main 

current)가 되는 소자라야 한다. 이 기준에 만족하는 것은 <그림 17>(성능별 

용도를 나타냄)에 보인 바와 같이 다이오드，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SCR(Silicon Controlled Rectifier) , GTO(Gate Turn-Off thyristor) , 트라이 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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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중 가장 시장이 크고 성장율이 높은 것이 IGBT이다. 따라서 양성자 조사 

기술을 IGBT에 주력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연구개발이 될 것이다. 

IGBT는 게이트 산화막 구역을 포함하는데 이 구역에 조사하는 것은 산화막 

을 열화시키기 때문에 앞면 주입을 하논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마스크를 사용 

하여 이 구역을 가라든지 아니면 웨이퍼 뒷면에서 양성자-조사하는 방법을 강 

구해야 할 것이다. IGBT 외 다이오드， 싸이라스터， 바이폴라 트랜지스터 등은 

돼이퍼 앞변 또는 후면으로부터 아랫쪽 PN 접합 근처에 사정거리 (range 혹은 

양성자의 최대 분포 깊이)가 닿도록 에너지를 조절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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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가술 조사 

가. 개요 

1970년대 이후 양성자 가속기로부터 나온 양성자틀 의료용， 재료용， 반도처l 

용， 등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급속하게 진행되어 왔다. 

고애너지의 양성자는 그 어l 너지에 따라서 어떤 원자를 다른 원자로 전환시 

키기도 하고， 재료의 화학적·기계적 결정 구조를 바꾸기도 하며， 결함 층을 생 

성하기도 한다. 또한， 양성자-조사는 전자-조사에 비하여 탄도 거리 (range)가 

균일하다는 장점이 있어 특정한 구역에 재료의 성질을 바꾸는 데 유용하다. 이 

라한 성질을 전력 반도체에 적용하여 결함 층을 형성하고 이 결함 층이 재결 

합 센터로 작용하여 캐리어 수명이 낮아지는 현상을 이용하여 전력 소자의 

turn-off 시간을 줄이는 기술이 70년대부터 개발되었다. 

70년대 초반에는 기존의 중금속 확산이나 전자-조사 기법이 주종을 이루었 

으나 갈수록 양성자-조사 기볍이 점점 더 보편화되고 있는 추서l 이고 최근에논 

일본의 미쓰비시 전기에서 4.5 k V HVIGBT어l 적용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향후 몇 년 사이에 양성자-조사 기법이 고전력 소자의 고속화에 주력이 될 것 

으로 판단이 된다. 

양성자-조사를 전력 반도체 소자이l 응용하는 목적을 중요한 순서대로 나열 

하면 다음과 같다. 

’음극 쪽 베이스 영역의 캐리어 수명의 감소에 의한 소자의 turn-off 시간 단축 

’ 게 이트 turn-on 전압(VT)의 제어 력 향상 

’쇄도(breakover: 싸이리스터 등에 순방향 전압을 증가시킴에 따라 어떤 전압에 

서 전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tum-on 되는 시점)전압이나 전류의 제어력 향상 

’역방향 항복 전압 및 전류의 제어력 향상 

’기타 소자 특성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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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허기술 조사 결과 

본 용역에서는 특허 기술9)을 중섬으로 그 개발 추세륜 조사하였으며， 개발 

동향에 관한 통계 처 리 를 위 하여 WIPS(World Intellectual Property Search)를 

이용하여 70년대부터 현재까지 미국 특허로 등록된 특허들을 대상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특허 기술의 추세를 살펴보았다. 양성자-조사와 관련하여 유럽과 

일본 특히도 검색하였는데， 유럽은 4-5건 밖에 되지 않았고 그것도 모두 미국 

에 특허 등록되어 있었다. 일본 특히들도 동일한 내용이 대부분 미국에 특허 

등룩되어 있어 미국 특허 등록 건을 조사의 기준으로 하였다 

우리나라는 아직 양성자{조사의 반도체 응용과 관련한 특허가 한 건도 발견 

되지 않았다. 전자 빔， 중성자 빔이나 이온 빔 조사 경우도 마찬가지다. 

특허 조사 결과 마국 특허로 등록되어 있는 조사(irradiation) 관련 특허든 

70년대부터 현재까지 약 507~ 정도인데 그 중에는 전자 빔， 양성자 빔이나 이 

온 빔을 공통으로 취급한 경우도 있었다. 년도별 등록 건수에서 이란 경우는 

기술별 빈도(fluence)의 통계 처리에서 각 기술별로 0.5건으로 계상하였다. 

초기에는 전자 빔 조사가 압도적으로 많이 등록되었으나 해가 갇수록 양성 

자 조사 관련 특허 건수가 증가하였다. 또한， 케리어 수명 뿐만 아니라 ON 전 

압의 깨어， ON 전류의 제어， 항복 전압의 체어， 등에도 조사 기볍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ON-특성과 캐리어 수명의 최적 trade-off를 위하여 마스크를 이용 

하여 국부적인 구역에만 조사하는 기법이 보편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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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조사 기법별 년도에 따른 미국 특허 등록 건수. 

<그림 -18>은 조사 기볍별 년도에 따른 미국 특허 등록 건수를 나타낸 것이 

다. 반도체 시장이 급속히 확대된 70년대 말에는 전자-조사를 필두로 조사 관 

련 특허가 많이 등록되었고 80년대 초반에논 다소 침체기를 거친 뒤 90년대 

들어 다시 관련 기술이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그림에서 

나타나 있듯이， 최근에논 양성자 조사 기법이 다른 기볍보다 더 중요한 이슈 

가 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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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허기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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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펴보기로 한다. 

(1) 특허 : US4,056,408 (등록일 : 1977.11.01) 

(가) 제 꽉 Reducing the switching time of semiconducLor devices by 

nuclear irradiation 

(나) 보유기 관 Westinghouse Electric Corp., USA 

(다) 기존 문제점 

스윗칭 소자의 turn-off 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중금속 확산을 이용하는 

지존의 방법 대선에 전자-빔이나 양성자 조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제안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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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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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할 수는 있으나 공정 시간과 비용이 추가되고 trade-off는 여전히 필요 

하게 된다 

(라) 해결책 

Soviet Physics-Semiconductors 1, 346 (1967 ) 에 Y. V. Bugakov와 T. 1. 

Kolomenskava기 양성자 조사에 의한 설리콘에서 결함 생성의 성칠을 받 

표하였다. 이 방법에 의한 결함 생성은 실리콘 속에 입자의 침투의 끔단 

가까운 비교적 좁은 영역에 집중된다. 그러나 이 기숲은 어떤 반도체 소 

자의 스윗칭 시간을 개선하기 위한 굉장한 장점을 활용하지는 못하였다. 

최대 걸함 생성의 깊이가 소자의 PN 접합 가까이， 바람직하게는 차단 

PN 접합에 인접한 보다 높은 불순풍 농도의 불순물 영역(즉， 규장 차단 

전압 인가시 생성되는 공핍증의 바깥에 PN 접합이 위치 )에 위지하도콕 

조사 에너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하면 조사에 의하여 소자의 ON-전압이 

나 누설 전류가 크게 증가하지는 않는다. 

PN 접합의 깊이에 따라 양성자나 a-입자 에너지는 달라지며 조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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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은 양성자의 경우 1 xlOlO-5xlOll Icm2으로， α 입자의 경우 lxl09-

5x lOlO Icm2으로 한다. 적용되는 소자는 PN 다이오드， NPN 트랜지스터， 

싸이 리스터， 트라이 액 (triac) ， 역 전도 싸이 리스터 (reverse conducting 

thyristor ), 역 스 윗 칭 정 류 기 (reverse switching rectifier), 등 이 다. 

Nuclear irradia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Cathode 

Passivation 

〈그림 -19(a)> 이온 조사를 pn 다이오드에 적용 

Emitter Base Insulator 
Passivation 

Blocking 
junction 

〈그림 -19(b)> 이온 조사를 npn 트랜지스터에 적용. 

선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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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제목 Forming of contoured irradiated regions in materials such as 

semiconductor bodies by nuc1ear radiation 

(나) 보유기 관 Westinghouse Electric, USA 

(다) 기존 문제점 

반도체애 핵 입자로 조사하여 결함 층을 생성하는 데 있어서 원하는 

두께， 조사적량， 조사적량 구배 (dosage gradient) , 선택된 표면으로부터 

원하는 거리를 얻기가 쉽지 않다. 설정된 위치마다 헥 입자를 조사적량과 

에너지를 달리하여 연속적으로 반도체에 조사하여야 한다. 

( 라) 해결책 

마스크(mask)와 설정된 윤곽을 갖는 빔 수정기 (beam modifier) 사이릅 

기결정된 양상(predetermined pattem)으로 움직여 원하는 위치에 원하는 

조사적 량 프로파일을 얻을 수 있다. 

Proton or neutron irradiation 

i찌 찌 침 ι끽 따찌솥 

p+ 

<그림 -20> 마스크를 이용하여 최적 위치에 양성자-조사를 조사하는 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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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특허 : US4,987,087 (등록일 : 1991.01.22) 

(가) 제 목 Process for manufacturing a thyristor with proton irradiation 

(나) 보유기 관 Siemens, Germany 

만들기 위하여 

가장자리 

때때로 수율 

일 

(다) 기존 문제점 

전 압 (breakover voltage) 을 

앓게 하거나 반도체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들 

예측 가능한 값으로 

영역의 저항을 낮추거나 두께를 

주는 방법 

쇄도 

베이스 

에 경사를 

처 
。

방법은 

등의 이온-조사 

n 베이스의 

면적에 양성자 

p와 

일부 

구체적으로는 

시편의 

보다 

이 낮아지는 단점이 있다. 

(라) 해결책 

이미 만들어진 싸이리스터 

에 의하여 결함 층을 만든다. 계면과 

。Eλ}
。 。결함 밀도의 최대가 놓이도록 사이에 중간 깊이의 n 베이스 두께의 

1011-1013 조사적량: 조절(에너지 2-6 MeV, 조사적량을 자 에너지와 

2 시 cm-2, 만일 200μm의 갚이를 원한다면 5 MeV)하고 250-350 oc 에서 

깊이 (range of 。1 오 X 이 
1-;:::-- ←「 닙 두께는 시행한다. 결함 층의 열처리를 동안 간 

ion - bombardment) 의 약 10% 정 도 이 다. 

영 역 (B)보다 전계세기 없는 층이 결함 영 역 (A)에서는 。 1.'=二
^^ '-층이 결함 

such as proton 

• 젓↓느 •- j - r • ‘ • • • 
툴톨j흙 훌흩쉰톰톨톨디 

p 製“H“‘---

보다 빨리 다다르게 된다. 크므로 기결정된 항복전계 세기에 기울기가 더 

녕
 
ζ
#
a
@
디
 

Field strength ’ Reglon A' 

Rotation symmetry 

획득. <그림 -21> 적정 위치에 양성자-조사함에 의한 적정 쇄도 전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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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특허 : US5,510,274 (등록 일 : 1996.04.23) 

(가) 제 목 Method of controlling a carrier lifetime in a semiconductor 

switching device 

( 나 ) 보 유 기 관 Mitsubishi Denki 

(다) 가존 문제점 

S I(Static Induction) 싸 이 리 스 터 의 turn-off 시 간， 즉 캐 리 어 수 명 을 줄 

이기 위하여 전자-조사를 시행하면 모든 영역에 균일하게 전자-조사에 

의한 결함이 존재하게 되어 SI 싸이리스터의 순방향 전압이 증가하게 된 

다. 그러면 ON 상태에서 전력 손실이 증가하게 되고 발염에 의한 소자의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ON시 캐리어가 결함에 의하여 흐뜸이 방해 

룹 받으므로 turn-on 시간이 증가한다. 또， OFF 상태에서 특히 게이트 

(P+ ) 와 반도체 (N_) 사이에 누설전류가 증가하고 이논 주항복 전압(main 

breakdown voltage) 의 감소를 야기 한다 

IGBT의 경우에도 게이트 산화막을 포함하는 채넬 영역에 결함이 존재 

힘으로써 전기적 특성의 불안정윤 야기한다. 어닐링 (annealing) 과징을 

가치더라도 결함의 띨도를 낯추는 효과뜰 보일 뿐， 결함이 균일하게 존재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라) 해결책 

캐리어가 흘러기는 영역에는 결함의 발생이 원천적으로 배제되도록 마 

스크를 사용하여 전자-조사를 차폐한다. 

전자기 렌즈를 사용하여 소스로부터 방출된 하전 입자뜰 회절시켜 윈 

하는 반도체 영역에 선택적으로 주입한다 

마스크를 이동시키거나 조사 빔의 에너지와 방사적량을 조절하여 원히

는 영역과 결함 프로파일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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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마스크 또는 전자식 렌즈를 사용한 양성자의 국부적 조사 

- 61 -



라. 양성자 조사 제안 

상기 서숨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70년대 초에 캐리어 수명을 출여 전략 

반도체 소자의 turn-off 시간을 줄이고 결과적으로 소자의 동작 속도를 높이기 

위하여 저l 안된 양성자-조사 기볍이 소개된 이후， 양성자-조사의 조건， 적용되 

는 소자， 바람직한 조사 구역과 이를 위한 마스킹 기법의 순서로 발전되어 왔 

다. 

따라서， 본 조사 • 분석의 결과로 다음과 같이 양성자-조사를 전력 반도체 

소자에 적용하기를 제안할 수 있겠다. 

’양성자-조사를 다이오드， 싸이리스터， IGBT 계열의 전력 반도체 소자에 적용. 

’마스크를 사용하여 바람직한 구역에만 양성자-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왜이퍼의 뒷면으로부터도 양성자-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확 장치한다. 

’최적화된 양성자-조사는 <그림 -23>에 나타내었듯이， ON 저항의 증가를 최소 

화하고， 소수 캐리어의 재결합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결함 구역 

을 배지한다. 결함 구역 사이의 간격은 소수 캐리어의 확산 거리 경도로 한다. 

• •f • • • • h • • • • • • • • • 놔 • 

<그림 -23> 양성자-조사의 전력 소자 적용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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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양성자가반공학기숨의 산업화 모텔개발 

1. 연구 추진 과정 

본 연구는 <그림 -24> 와 같은 연구추진과정을 통해 추진된다 

<그림 -24> 연구추진과정 

먼저 기존의 연구결과 및 실제 사례를 발굴하여 산엽화 유형을 도출할 것이다. 

이와 함께 실체 사례에 대한 보다 섬층적인 연구를 위하여 개별 기업을 선정하여 

사례 인터뷰를 실시하여， 앞서 도출하였던 산업화 유형과 함께 양성자기반공학기 

술의 산업화 과정을 도출하고 그에 따른 성패 요인을 탐색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최종적으로 상엽적 성공 확륨을 높이는 산엽화 모델을 확 

정하고 해당 모델로의 산업화 추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에 따 

른 매뉴얼 작성 지침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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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추진내용 

가. 산엄화 사례연구 

(1) 사례선정기준 및 조사항목 

(가) 선정기준 

양성자기본공학기술 관련분야의 산업화 사례 

(나) 사례연구 조사항목 

- 산엽화 동기 및 과정 

· 산업화 동기 및 주체， 핵심 역할자 

· 산업화 단계별 과정 

- 산업화 성공/실패요인 

·성공요인/ 실패요인 

· 시사점 

- 사례결과 종합분석 

(2) 사례연구 분석틀 

(가) 문헌연구를 바탕으로 상엽화 과정을 중심으로 한 분석틀 구축 

(나) 사례연구 분석틀에 따라 조사사항 확인 

- 각기 다른 프로젝트 계약 유형을 사례 연구 

프로젝트 내용 및 결과를 파악하고 각 사례를 통한 시사점 도출 

X ‘、 / 

• 참여 기업 개요 
·기술및시장개요 ·의사소통통로확보 

• 쿄로젝 E로인한성과 

• 표로젝 E 계약과정 • 기술개발과정 
• 지적재산권관리 

• 끄로젝 E 겨|약 내용 
• 시장진입 전략 

x j 、‘ ι 、

·참여기업과의협력방안탐색 

<그럼 -25> 사례연구 유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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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사례기업 개요 

삼성전자 

하성 e-sis I 메카트로닉스 ; 염 에이빔 | 애드플라텍 
사업부 

원자력 

연구소 

•. " -, ~I ...... -.I 연구소내 
기업규모 | 중소기업 | 대기업 : 중소기업 | 벤처기업 l 사업단 

I rd 0 1-1 1 -, 1 ^ 1"\ 10 1-1 1 -, 1 ^ 플라즈마 l 관련기술 ! 이온빔 기흔 I 01 온빔기를 ; 기술 I 01 온빔 기술 | 이온빔 기술 

i +------}--------I 
교로젝 E 

제품기술및 
곰정기술 

i 기술실시계약 
프로젝트 

내용 
앙산기술 

위탁계약 
연구원창업 1 

관리 
위탁계약 

사업화 Technology Technology Technology Market 

동기 Push Push Push pull 

(3) 사례연구 분석 

(가) 산업화 동기 및 주체， 핵심 역할자 

CD 주로 공정기술 및 이온빔을 활용한 분야에서 산업화 추진 

@ 산업화 동기 및 사업 추진내용은 다양한 형태가 공존 

@ 중소기업 vs 대기업， 시장주도 vs 기술주도， 기숨개발 맞 이전 vs 

기술실시계약 

9 연구원 창엽을 통한 산업화 사례는 부재 

(나) 프로젝트 문제점 

φ 산업화 과정 전체를 관리하는 전략의 부재 

g 시장 규모에 비해 과도한 산업화 추진 비용 

@ 상호 프로젝트 계약에 대한 충분한 이해부족 

@ 원활한 의사소통 채널 확보 미비 

5 참여기업 및 국가 정책의 산업화 인프라 부족 

@ 기술개발 이외 산업화 지원부서의 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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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엽화 성공/실패 요인 

띠 기술확보 이외 문제에 대한 사업성 검증 필요 

φ 산업 화 추진 및 관리 부서 의 존재 여 부 

잉 기술향상 결과가 상엽적 불확실성 제거로 연결될 전략필요 

@ 정부 정책과 연관하여 산업화 전략 수립 

e 산업화 능력을 보유한 참여 기업의 선정 

(라) 결론 

@ 전략적 마인드에 입각하여 산업화 전과정을 아우르는 전략수립 

3 산엽화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 정책 및 사염단 지원 체계 구축 

@ 양성자가반공학기술을 홍보 할 수 있는 마케팅 능력의 배양 

나. 산엽화 모델 개발 및 산엽화 촉진방안 

(1) 산엽화 유형 및 발전 단계 제시 

양성자 가속기 관련 기술의 사업회-는 시간을 두고 다음 단계로 나누어 진 

행될 것으로 전망됨 

;쩌1\1 달겨|: Pracess lmpmvemgnj 
양성자가속기 입사기술을이용한 
기존 공정기술 발전 (입사기술활용) 

5]~i ••• ~~~lr흙6dú “Óøvàti~Bh 
양성자가속기를이용한 제품기술발전 ’ 

(의료기기 등) 

혔폈γ 

싫III~ 
쳐12단챔t PtócøsàloäovãtRHi 싫鷹騙轉p' 

타 산업에 광전자등을 이용한새로운 ‘ --• 
공정기술개발 

<그림 26> 사업화 단계 

(가) 현재는 1단계에 머물고 있고 향후 2단계， 3단계로 발전이 기대됨 

(나) 당장 제품기술이 없는 연구원들로 창업을 직접 시도하기 힘굶 

(다) 1단계에서는 오히려 기술이전 중심이 되며 R&D홍보 등에 신경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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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업화 모델 개발 

(가) 기술이전형 

<표-9> 연구소에서 기업으로 기술이전 형태 

~、、‘\ 라이센싱 모델 : 기술용역 모델 공동개발모델 

연구소가보。한 드허기연구소가기업 등의 연구 연구소와잠여기어이 고 
개념 술을기업에π라이 :센T 싱 ;야 용 A역등을받아 7 연어구O 결과를 고 동개발한기술을 티기업 。이 

고 잠여기어에서실용화제 1 i5~고‘ |티 | 그 결 } 실용화 ’ 
티 를바탕으로실용화 

연구소의 특허기술보유， 기반기술보유 공돔개발 
역 할 라이센싱 계약 특정분야적용연구 

연구소의 용역비 
로알티 , :,' 용역비 

수입 + 로열티(계약에 의한) 

사례기업 듀)에이빔 i 하성 e-SIS , 삼성전자 =- .... 

(나) 연구원 창업형 

c1) SRI의 Technology Venture Model 등을 중심 으로 창업 지 원 시 스 템 

의 세부 운영시스템을 제시함 

@ 연구원 창엽은 다음 3가지 방법 이 가능할 것으로， 각 모텔별 엽무추진 

Process 개발이 필요하며 본 연구에서는 개괄적인 프로세스를 제시함 

<표-10> 연구원 장엽의 형태 

‘‘‘、‘‘
‘‘‘““‘‘‘‘-‘‘‘ 사내벤처 연 구원 Spin-off 연구원 Spin-out 

연구소내에서 연구원이 연구원이 퇴직하여 장 
연구소의 벤처 표로그램에 

의해 연구원이 창업하고， 
개념 일정기간창업준비를할 업하며， 연구소에서는 

연구소는 일정지분을가지 
수있도록지원 기술실시권부여 

고， 제반창업지원제공 

연구소 
X-「{ 二-끼1 X -「4 -/4、- 二-11 X -14 X-1{ 二--I1 X -14 

관여정도 
--------"‘--------------------. .-------------------’“---------_._---------------------- -------------------_ .... -----.------------------------- _._ ... -.-------------------------_._ .... _------------_.--_.-----
연구원 

。2:1 二그 r-~、- -/4、- j --:1 연구소퇴직 연구소퇴직 
시L.:브 L!... 

Bench 3M 현대자동차으 I ETRI QI 장업 |원 델 으| ’ ’~ ‘ ‘나나 기 ~I ETRI 으 X 모 
Model Venture Plaza Programl _.... ，~- ,- - I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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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업화 모델의 성패요인 

산엽화 과정의 성패요인은 Market-pull 및 Technology-push 에 따라 차 

이가 있으며 다음과 같이 전개됨 

<표 11> 산업화 모델의 성패요인 

과정 
아이디어 창출 단계 R&D 단계 산업화단계 

(아이디어 도출 & 구체화) (문제해결) (시장검증&사업화) Market 

Pull -^I ~당수요의크기 
-연구팀의 역량/경험 

참여기업의마케팅능력 
성패 -연구팀의열성 및 시장 

Process -시장성장성 
마인드 

장여기업의기술능력 j 
요인 

기슬의 혁신성 및 성능 
참여기업과의의사소통 

-연구팀의 사후기술지원 

과정 
아01 디어 R&D 단계 산업화단계 

장필단계 (연구개뱀 (파트너 선정， 시장검증 & 산업호” 

Technology -기술의 상대적 잇점(기존기술대비성능) 

Push -기술의적 
-연구팀의 역량 

-파트너의 마케팅 능력 
성패 /경험 

Process ￡。aAg4 q zl 

-연구팀의열성 및 
-연구팀의기술이전 노력 및 사업화연구 

요인 파급성 -개발기술의시장성 
시장마인드 

-기업의 사업전략및 사업역량/자원능력 

전반적인 성패요인 @ 면구소 지원 체제，@ 연구소의 산업화 Process ， @ 연구소조직 문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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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과정 (4) 산업화 

기술이전형 (가) 

… 

샤r멘
 
-

-
친
。
 -/ 

-

~ 

센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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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리
 
-

• 

라
 관
 -

뿔
鷹
 

i. 개발된기술으|특 遭 i .라이센싱할기업 遭 i .라이센싱계약 
i 허 출원 및 획득 i壘! 의 탐색 침 발굴 뿔 체결 

A ‘ êhÞI 선!심 .2:탤 

·연구과제 
걸과이전 뿔 

[““‘햇tZ!월용멸''\2됐 

·수행연구 

과제관리 뿔 ·연구과제 

계약체걸 뿔 
1. 기술역량/보유기술에 대한 

홍보， 기술적용가능산업 및 
용역의뢰가능기업탐색 

「 를 ?“i國껴 

뿔뿔밥] 

: .결과평가및사내벤 
처 종결 (Spin-off 또 
는연구소복귀) 

·라이센심 
게약체결 

기술역량/보유기술에 대한 : .라이센싱 할 기 나 
; 홍보， 기술적용가능산업및 i 뿔 업의 담색 및 발 購
! 공동연구가능기업담색 !鍵! 굴 i~홈 

기술이전형의 산업화과정 <그림 27> 

(나) 연구원 창업형 

뿔 

쓰!B햄뺑한〓훨껴 

; 셨휠털 검좋으| 축 싫펴깅{힐갚1짧 층 싫빌떻처 

뿔 

l“‘듀'"렛0Ìt했갔Pιio---ôn‘롤댈‘ιaιj 

뿔 
장업희망연구원퇴직 및 
연구소와의기술계약체 
결(유상， 무상) 

뿔
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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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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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커
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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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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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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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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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기흙i“:+'.、".<t!“「속후tmJ/성j섭뚫j싱j“，iht“rt:':‘뉴“피바 
.창업희망연구원g의1 1_ i ~_， __ ..• , 1 .,., 1_“ 

|흉혔 • Spin-out 기업 l 짧홉 : .성과 평가 및 수확 i 
퇴직 및 연구소와으11 觀， ν 1 醫

|觸 i 지원 및 의사결 l 購(상장， M&A 등으 : 
기술벤처프로그램빼 i 처과처에차여 {團 로인한수입 i 
계약처|결 。 。 口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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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 장업형의 산업화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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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산업화 모델 제시 

산업화 모델은 다음과 같은 10 단계로 이루어진다. 

<그램 -29> R&D성과 산엽화 종합모형 

산업화 모델의 과정별 세부활동(메뉴얼)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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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체계도 작성 

양성자가속기 관련 기술의 체계적 분류 및 관리 

기 술 체 계 도 형 태 Tree type, Network type, Chain type 등 

@ 기 술 DB 구축 및 Document 작성 

보유 또는 개발중인 기술에 대한 정보에 쉽거1 접근 할 수 잇는 형태 

의 DB 구축 

수집정보의 정밀성이나 보고양식， 자료수집 빈도 。
흔
 

드
。
 

가능한 한 표 

준화하여 축적/활용의 용이성을 높임일 수 있도록 DB or Document 

의 양식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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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유 또는 개발 기술 관리 컴퓨터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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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관점에서 설정하여 시스템을 설계 

@ 기술관리/축적 담당 인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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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람이 책임자를 맡도록 함 

Technical gate keeper 의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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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Step 2: 기술 적용대상과 투자기업 탐색 및 기술홍보 

@ 홍보전략 수립 및 기술 적용대상 파악 

고객정보의 활용 

MAP (Manufacturer Active Paradigm) 

CAP (Custümer Active Paradigm) 

시장/경제/기술정보의 종합 산업화 필요성에 대한 분석과 의견교환 

을 활성화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산업화 아이디어 형성과정에서는 외부정보가 중요하고， 기술적 

문제해결과정에서는 내부의 기술역량이 중요 

@ 전문가 서베이 

- Delphi 기 볍 활용 

@ 기술 홍보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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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b site 운영 

@ 기술 홍보 행사 마련 

기술이전거래소， 박람회， 사업설명회 등 활용 

” 



(다) Step 3: 사업성 및 파급효과 분석을 통한 사업 기획 

@ 기술가치 평가 

- 수익접근법， 비용접근법， 경쟁접근법 등 활용 

e 기술파급효과 분석 
一 향후 기술 발전 예측 

· 직관적 방법， 분석적 방법， 모형적 방법， 실험적 방법， 당위적 방법 

등 활용 

- 향후 수요 예측 

@ 사업기획 

- 해당기술의 산엄 환경에 관한 정보 수집 및 분석/정리 

예상 사업 결과의 도출 

- 기술 및 시장의 특성 및 변화 추이 파악 

기술개발시의 제반 기업 내부/외부 사회전반에 관한 영향도 파악 

- 경쟁사 분석 

@ 시장 조사 및 산업화 경제성 평가 

- 전반적인 산업환경의 변화 추이 파악 

(라) Step 4: 협력기엽 선정 및 연구계약 

φ 협력기업 선정기준 확립 

기존에 유사 기술 흑은 제품 개발에 대한 경험의 

- 개발기술의 기술거래 능력 정도 

。 o

Tf T 

- 협력기업의 연구 추진 능력 

- 사업비 책정， 제품화 기간의 적정 정도 

2 협력기업선정 체크리스트 작성 

- 산업화 가엽의 건전성 및 기술 경쟁력 고려 

@ 연구계 약 package/Checklist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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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여연구원 역할 분담 기준 마련 

- 참여 주체의 명확한 역할 분답 기준 확보 

1 
• 「/ / 



(마) Step 5: 사엽단의 산업화 기술개발 

@ 산엽화 기술 기획 및 개발 관리 

연구 초기에 철저한 연구 기획을 수행 

·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의 확정 

· 구체적인 연구 수행방법 제시 

· 소요 연구개발예산 및 인력규모의 정확한 추정 

- 사업단 연구진의 기술개발 활동 

· 진행과제 관리 

. Project Teamwork 강화 

· 기술개발 노력 강화 

@ 중간평가 실시 

- 연구과제의 진행사항을 점검하여，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거나 진도 

및 비용 관리에 문제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해 적젤한 대응방안음 강구 

- 가망이 없어 보이는 연구과제를 중단 

@ 산업화 기술개발 완성 

- 기술 개발 이후 성능의 확인 및 이를 통한 활용방안 제시 

(바) Step 6: 산업체와 공동 기술개밥(연구수행) 

φ PL의 역 할 및 과제 관리 

- 성과 (목표) 관리， 진도 (시간) 관리， 예산 (비용) 관리 

@ 연구수행 및 관리 

- Gantt Chart, PERT /CPM, WBS등 활용 

- 3C 중요 Communication, Cooperation, Coordination 

@ 상호 의사소통 채널 확보 

- Lead User 확보 

@ 연구 결과 분석/관리 시스템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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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구개발 생산성 평가 시 피평가자인 연구자들의 평가에 대한 반응 

에 대한 고려 

” j 



(사) Step 7: 확보기 술 및 특허 출원 

ψ 특허 청구범위 결정 

특허 출원 기술의 범위 결정 

- 특허 출원 소유권 및 수익금 배분에 대한 규정 마련 

- Patent Map 활용 

@ 특허 출원 

- 특허 관련 전문가 활용 

@ 특허 관리 

출원 특허 의 특성 별 분류/관리 

· 분야별， 산업화 가능성별， 기술의 난이도별 등 

@ 기술 Know-how 관리 

(아) Step 8: 라이센싱 계약체결 및 연구결과 이전 

CD 라이 센싱 계 약 wjsfir 

- 해당 기술 및 적용 제품에 대한 공동 마케팅 전략 수럽 

- 대덕밸리 공공기술이전 컨소시움 활용 전략 수립 

· 타 기엽， 연구소， 대학의 기술과 공동 관리 및 마케팅 

2 효과적인 계약 방법 선정 

- lnitial Payment, 최 저 기 술료， Running Royalty , 분 할 상환 

수 적용 

@ 연구결과 이전 

연구결과 이 전 프로세스 확립 (Checklist 활용) 

- 연구결과 이전 관리자(Technology Licensing manager) 육성 

기술이전을 위한 펀드 마련 

@ 특허출원/등록기술의 체계적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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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Step 9: 사후관리 및 사엽 화 지 원 

@ 지속적인 애로기술 지원 

연구개발 및 산업화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한 시스템 구축 

기숨 지도 공동계획서 작성 

φ 인력파견 및 교육 

- 인력파견 및 교육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기술 지도 및 교육을 위한 추가 계약 체결 

@ M&A 및 Post-M&A 관 리 

- Post-M&A Integration 

@ 지속적인 변화 Monitoring 강화 

- 외부 환경 분석 

- 외부 전문가 활용 

(자) Step 10: 성 과분석 맞 축적/관리 

@ 수행 과제 성과분석 지표개발 

- R&D활동의 복잡성을 고려한 복수 성과지표 사용 

· 개선적 연구 혁신적 연구 평가 · 단일과제 과제 포트폴리오 평가 

·과거지표 미래지표활용 

상업적 성과 지표 개발 

- 지표해석의 준거틀 마련 

· 타 사 례/기 관 Benchmarking 

@ 수행 과제 성 과분석 및 축적 

상품화된 기술의 기술적/상엽적 성패에 대한 분석 기준 개발 

· 총괄지표 현장지표 활용 

수행 과제의 결과 및 주요 성패 요인을 DB 에 입력 

@ 산업화 지원 사업 종결 

- 산엽화 지원 과제 마무리 

- 참여 연구원에 대한 성과 배분 

π
 
υ
 



<표-12> R&D성과 산업화 종합모형의 구성 

(6) 실용화 지원팀의 기능과 육성 방안 제시 

<표-13> 실용화 지원팀의 기능 

연구결과 홍보 및 혁력 기어 타새 I=l C그 -, 사업성 검토 
f “ 

-연구결과를 수요자 입장에서 정리하여 X ‘ 1 

홍보 

-협력가능기업 탐색/발굴 
:-시장수요 파악(추서1/산업분석) 

전반적인 사업단의 R&D 실용화성과 
i -기술의 가치/사업성 검토 

~ 

축적/분석 
1 

‘ 
산업화지원 \ ’: / : 사내벤처 관리 ιr 

-파 E 너 기업， 연구원에 대한 산업화 지 /’ 

원(제반 애로사항， 자문 등) 
마케딩 및 자금 지원/연계 서비 λ 제공:-사내벤처팀에 대한제반 헝정지원 
-외부 산업화 지원 조직과의 연계/협조사내벤치팀의 Incubation 기 능 수행 

(오|부 전문가 Pool 관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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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실용화 지원팀의 구성 

그룹 홍보/탐색 그룹 사업분석 그룹 
산업화및 사내벤처 

지원그룹 

인력구성 2명 2명 2명 

-홍보 -양성자기반곰학기 

-기업 DB 관리 술 관련 산업에 대 마케팅 전문가 

필요한역량 1-연구성과관련 한지식 -외부 너| E 워킹 늠력 

자료정리 분석 -기술 7~치/사업성 -장업보육능력 

-일반관리 1 분석능력 

요구되는 

Background 
기술 or 경영 기술〉경영 기술<경영 

기타 외부전문가도계약 Base 로 적극 활용 

(나) 구성 및 육성방안 

@ 내부 인력 中 실용화 지원 전문가로 차출하여 교육/훈련 

@ 외부전문가플 지속적으로 활용하면서， 내부 人力 학습 유도 

@ 별도의 계약직 으로 마케팅 전문가 동 외부 人力 활용 

@ 설용화추진과제에 대한 사례불굴 및 분석을 통한 자체 학습/경험 축적 

@ 외부 관련기관과의 연구회/교류회 운영 

(7) 산업화지원 Manual 작성 개요 제시 

(가) 산업화 지원 Manual 작성 원칙 

CD 산업 화 유형 별로 나누어 Process 를 Code 화 한다 [A1- F4] 

@ 각 Process 별 로 Input, Activity , Output 을 정 의 , 각 Activity 를 수 행 

할 때의 Checklist, 의사결정기준， 세부 Actívity, 사용form 제시 

Q) Manual 은 지 속적 으로 Update 한다. 

@) Manual 부록으로 간략한 예제 및 사례들을 발굴/수록한다 

@ 필요 영역에 대해서논 외부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 (에 : 특허문제 등) 

η
 



(나) 산업화 지원 Manual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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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한 부분이 많으므로 실제적으로는 다음 1Q 7R Module 로 구성된다 

<표 15> 산엽화 지표 Manual 

산업 화 지 원 Manual 해당 Module 

1 ) 개발된 기술의 특허 출원 및 획득， 라이센싱 계약 A1 , A3 , A4 

2) 71훗및랄 및 못윤기술에 대한 축적 및 홍보 i 닫 1 ， C1 

3) 기술적용대상 산업 및 파E 너 후보 기업의 탐색 및 발굴 1 A2. B1. C1 J 

4) 연구 계약 및 연구결과 이전 ~ 82 , B4 , C2 , C4 

5) 수행중인 과제의 관리， 의사소통 
‘ 1 

/' B3. C3 

6) 개발된 기술의 사업성 검토 t 01 , E1 , F1 

7) 사내기업가선정 및 벤처팀의 구성/운영/종결 02 , 03 , 04 

8) 잠업연구원과 연구소의 기술계약 및 벤처 끄로그램 계약 E2 , F2 

9) Spin-off(Spin-ou t) 기 술 사후 지 원 및 관리 E3 , F3 
‘--_ ••• ‘----‘·‘ •••••• _-_ •• ----_ •• -._--------_._----_.---._---‘ 

1 이 장업지원 및 기술이전 끄로그램 평가 E4 , F4 

(다) 산업화 지원 lVlanual 작성 방안 

CD 후속 연구 과제를 통해 산업화 지원 Manual 에 포함될 구처l 적인 항목 

을 확정하고， 세부 내용을 정리한다. 

(2) 정리된 내용을 바탕으로 실용화 지원팀에서 부문별로 관련자료 

참조하여 Manual 을 작성 한다. 

E 。

。i':즈 

@ 부분적으로 외부전문가(변호사 등)의 도움이 필요한 

검증을 받거나， 부분적으로 집필을 의뢰한다 

。5 
) 브

 ι 
부
 
- 정문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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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장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에의 기여도 

제 1 절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착안점에 입각한 목표 성춰도 

- 실용화사업 

타당성검토 

과제평가 시 l 성취도 

평가기준 및 배점 1 (%) 

· 실용화추진 모델 개발 l모델의 현실성 (25) 1 100 

· 전력반도체 실용화 타당1실용화방안제시 (30) 1 100 

구분 l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성 검토 

기술적용 평가방안 수립 1평가항목의 현섣성 100 

및 수치화정도(15) 

• 기술 및 제품 발굴 1건 j발굴건수(25) 
이상 ~- -~ 

100 제 1차 ... 1 0 .r1 ~ 11 > 1 1- 실용화대상 
넌도 

l 기술 및 제품 

발굴 

- Infra 구축 및 

운영방안 수립 

조사장채장치 ·기존 이온빔 

운전보수 및 빔 진단시 

스템 보완 

채 2 절 관련분야의 기술발전에의 기여도 등
 

기술 

느T~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 「 느느 기여도 

· 실용화추진 모델 개발、 I . 벤쳐창업 창출기반 마련 
실용화사업 · 전력반도체 실용화 타당· 처러반도체 기술개발의 
타당생검토 생 검토 j 1 타당생 확보 [ • 

· 기술적용 평가방안 수립· 추후 기술선정에 대한 
제 1차 객관적인 도구 제공 

년도 산용화시술 l 기술 및 제품 받굴 l 전녁반도제 시술공오닐 
및 제품 발굴 통한 기술발굴 촉진 

- Infra 구축 및 · 기존 이온빔 조사장치 전력반도체를 비롯한 추 
요tL」 여 。 님 。L 。l그1- 운전보수 및 빔 진단시 후 실용화 기술개발에 
수립 /ζ 템 보완 j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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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제 1 절 잘용화 기 획 및 센터 운영 

1. 추가연구의 펼요성 

가.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적용가능성을 검토하며 문 

제점을 보완할 펼요가 있다. 특히 실제 적용시 제얀자들이 신속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나 기엠의 타당성의 경우 그 하나만으로 거대한 모형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신용평가기관， 혹은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기엽의 타당성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시급하며， 이러한 연구는 2차 년도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다. 개발되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 기숨성 흑은 경제성보다는 기술의 마케팅적 측 

면이 더 급한 기술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 

다. 이라한 연구는 3차 년도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라 각 과제군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위한 결과를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 반영과 함께 과제군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본 연구의 추후 과제라 할 수 

있다. 

마. 기술과 기업의 평가모형에서 나온 평가점수를 가지고 이들간의 Trade-off 관 

계의 분석， 혹은 이들 점수에 의한 2차 적인 평가분석을 동하여 보다 정밀하 

고 합리적인 기술 및 기업의 종합평가플 가능하게 하는 모형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타 연구에의 응용 

2차 년도 기업의 타당성 평가모형 개발 시 원리 및 평가모형 설계 절차 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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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력반도체 가술개발 타당성 조사 

L 양성자 조사를 전력 반도제로의 가술적 작용에 활용함 

가. 각 전력 소자별 양성자-조사 방볍(마스킹 masking) 

나. 양성자 조사의 최적 프로파일(사정거리와 프로파일 range & profile) 

2. 양성자 조사의 경제성을 제고함 

가. 각 소자별 체조 원가를 고려한 양성자-조사의 경제적 적용 

나. 전력 반도체외의 양성자-조사 적용에 의한 활용도 제고 

3. 국내 전력 반도체 생산 및 연구 가관과의 공동 연구에 활용함 

가. 양성자-조사의 효율성 체시에 의한 국내외 생산 및 연구 가관과의 공동연구 

제안 

나. 국내외 생산 및 연구 기관에 양성자-조사의 소자 적용 기숨 제공 

상기 항목들에 대한 활용 계획을 다음 표에 정리하였다. 

<표-15> 양성자-조사 적용의 전력 반도체 기술개발 활용 일정 

[느 항 목 J ...• 、 세부 항목 뱉칸임 일정 ] 

양성자-조사 관련 

)반도체 시장 분석 

f양성자-조사 응용 

L간술 

!소자 적용 기술 
L 

저력이고속 전력 반도체 시장 이 2003. 7 

) ‘양성자-조사된 고속 전력 반도내 2003. 7. 

체의 미래 시장 l 

j 초{거요r L __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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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양성자기반공학기술의 산업화 모델개발 

1. 추후 연구 진행방향 

현재 조사된 기존의 연구 결과와 양성자기반공학기술로 산엽화를 추진하였던 

업체 방문 인터뷰 결과 및 이미 확보한 기초 자료 및 문헌 자료와 인터뷰를 통해 

얻은 심층 자료를 토대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에 특화된 산엽화 모델을 보다 심도 

있게 개발 할 것이다. 이때 모델별 성공/실패 요인을 활용하여 모델의 효율성을 

높이며 이를 추진할 매뉴얼 작성에 필요한 지침도 함께 작성된다. 

산업화 모델 개발에 있어서는 산엽화팀， 산업화 기회， 그리고 산엽화 지원의 3 

요소를 중심으로 산엽화 모델내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의사결정 사항들을 위주 

로 개발할 예정이다. 따라서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요소별 성공/실패 요인 및 점 

검사헝도 함께 발굴될 것이다. 이런 작업들을 통해 산업화 과정을 체계화하도록 

유도하는 매뉴얼 작성지침을 확보 할 것이다. 

2. 향후 연구 결과 

향후 본 연구에서는 추가적인 사례연구뜰 통하여 이미 준비된 이론적 내용의 

분석을 추가하여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산업화 Process를 설계하고， 해 

당 Process에서 고려하여야 할 구체적인 산업화 촉진방안을 도출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산업화 Process를 추진할 매뉴얼의 작성을 위하여 작성방향을 제 

시 할 것이다. 매뉴열에 포함하여야 할 항목을 정리하고 그에 따른 고려사항을 제 

시할 것이다. 그리고 Process릅 추진함에 있어 나타나게 되는 성공요인과 실패요 

인을 제시하여 성공적인 Process플 추진할 수 있는 매뉴얼 작성을 돕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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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활용 계획 

본 연구에서 도출될 산업화 모델 및 성과 촉진 방안은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 

사엽단의 연구성과를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기술이전/산엽화 할 때 중요한 지침 

이 된 수 았다. 구체적으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 연구결과의 부산물인 

다양한 분야의 첨단 기술을 산엽화 모델을 활용한 산업화를 실시하여 기술활용전 

략의 대안 확대 및 성과 제고 그리고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기술이전/산엽화의 지 

침을 확보함으로써 양성자기반공학기술 개발사업 연구성과의 활용도릎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룹어，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엽단의 산엽화 추진 매뉴열올 만들 수 

있다. 이 미1뉴열은 향후 10년 간의 연구개밥파정에서 중간칠파콸 또는 부산불로 

도줍되든 연구개발 결과의 산엽화는 품콘， 최종적인 연구결파의 산염화 촉진을 동 

히l 띤구게반파정에서 파생되는 중간 산출물과 부산물의 활용도 증기륜 유도하게 

될 것이며， 최종적인 연구결과의 산엽화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생성에도 기여할 것 

이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 여타 원자릭 연구 성과애또 적용할 

수 있윤 것이며， 사례를 정리하여 자료집으로 활용하거나 연구 논문으로또 활용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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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 역생 



제 I 장 서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연구의 배경 

I!l .!2-;o:-l ^ --,--,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엽단”은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의 일환으로， 21세기 미 

래원전기술을 개발하고， 산엽경쟁력을 제고하며， 공공복지를 증전시킬 수 있는 “양 

성자가속기”를 개발하고， “양성자 빔 이용기술과 장치응용기술을 확보”하며 “발기술 

의 산엽적 활용과 벤쳐창출 기반마련”을 위해 2002년 9월 16일 “양성자기반공학기 

술개발사엽단”이 조직되었다. 

21세기 프론티어 사업은 그 특성상 사업단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과 관련되 

는 기엽들이 자체적으로 연구비를 들여 함께 연구하고 있으며， 프론티어사업에서 

개발된 기술을 공동참여한 기엽에 이전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술적인 인프 

라를 구축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술이전과정에서 일부 기엽뜰의 자금난 혹은 기술의 취약성 등 

이 나타나게 되었고， 급기야 과체를 계속 수행하지 못하고 중도 포기하거나， 기술을 

이전하였으나 기엽이 도산하는 등 개발된 기술의 활용이라는 측면에서는 많은 문 

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엽단”에서는 공동연구를 성공시키고 성공된 

기술을 통하여 사엽으로 활용할 건설한 기엽을 평가하고 결정할 펼요가 발생하였 

다. 

개발기술의 산엽적 활용과 벤쳐창출 기반마련이라는 기술의 산엽 응용측면의 목 

표를 달성하기 위해， 기술의 개발단계와 기술/제품의 구처1 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 

준의 약식평가 또는 정밀평가가 펼요하게 되었으며， 타당성 조사에서는 Business 

Structure와 Business Plan을 포함한 경제성 검토가 필요하게 된 것이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제품의 기술성은 물로 경제적 기대효과를 고려하고 펼요 

에 따라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기술의 타당성 조사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평가시스 

템의 개발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상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에 대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으 

로 신속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할 평가시스템의 목적이라 하겠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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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일차적으로 정밀평가 방안을 기본방안으로 수립하고， 탐색연구단계， 시제품개발 

단계， 상용화 단계를 겨냥한 평가방안을 기본방안에서 추출하도록 한다 

단계별로 추출된 평가방안들에 대하여 Case Study를 통하여 적용기능성응 검 

토하고 문제점의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며， 실제 적용 시 제안자들이 신속하게 작 

성 가능토록 표준화하고 정 량화 한다. 

평가해야할 항목으로는 크게 기술성， 경제성 평가. 타당성 평가라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기존연구에서 제시한 평가항목과 사업단에서 필요로 하게 될 규범적 

평가항목을 함께 고려하기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띤구의 목적인 「기술평가시스템」 을 설계함에 있어서 대두되는 가장 핵섬적 

인 문제는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를 위한 접근방식이며 나아가서는 시스템의 설계 

방식이다 이하에서는 「기술평가시스템」 을 설계하기 위한 방식 곧시스템 설계 

(Systems Design 이하 SD로 약칭함)J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첫 째 로는， 설계논리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연역척 방식과 귀납적 방식을 

흔용한 2원적 설계방식(Ambidextrous Design Method) J 올 활용하는 점이다. 

여기서 전자의 「연역적 방식 (Deductive Design Method 이하 DDM으로 약칭 

함) J 은 이상으로부터 현설을 이끌어내는 관점에서， 가지의 일반적인 볍직이나 원리 

릎 끈거로 하여 논리적인 이상시스템을 가정하고 이것으로부터 현섣에 적합하고 

소기의 목적과 기능을 수행하는 효과적인 설행 가능안으로 추흔해 틀어가는 공리주 

의적 방식으로서， 아무런 근거자료가 없는 전혀 새로운 시스템음 설계할 때에도 논 

리적으로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다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이 rDDM J 을 구사하여 기존연구에서는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 「데이 

터가 없는 경우의 평가시스템」 을 설계하도록 한다. 

그러고 귀납적 방식 (Inductive Design Method 이하 IDM으로 약칭함」 은 구 

체적인 사스템의 섣체에 대하여 개별사항의 현상을 인식하여 조사하고， 그 결과로 

나타난 문제점을 명확히 하여 일반적인 결론을 도출하여 목적에 합당한 이상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내는 분석적 방식으로서 기존의 자료플 토대로 문제점을 개션하는 

방법이므로 현장적옹성이 뛰어나다는 특성을 지니고 았다. 

따리서 기존 연구중에서 유사한 연구가 존재하는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의 설 

계 에 이 rIDM J 을 활용한다. 

둘째로는， 계획단계에 중점을 두고 논리적인 설계를 행한 후， 섣시탄계에서 그대 

로 운용을하는 입장인 「계획중시형 설계방식 (Plan Oriented Design Method 이하 

PODM로 약칭 함) J 을 활용하도록 한다. 

- 92 -



계획단계에서는 시간적， 경제적으로 만족되는 정도를 시스템의 섣계범위로 한정 

하고， 적절히 통제기능을 작동시켜 환경변화에 적응하는 수정행동을 취하는 방식언 

「통제중시형 설계방식 (Control Oriented Design Methood 이하 CODM으로 약칭 

함)J 은 설계단계에서 외부환경변화를 정확하게 예상할 수 없고 그 변화의 불확실 

성이 현저히 높을 경우에 사용되므로 「기술평가시스템」 설계에는 부적절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PODM j 이란 설계단계에서 펼요로 하는 정확한 정보룹 입수 

하여 면밀한 검토를 통해 논리적으로 상세설계를 행하고 그 절차대로 실행하는 방 

식 얀 'PODM j 음 채용하기로 한다. 

셋째로는 ，모률설계방식 (Modular Design Method 이하 MDM으로 약칭함)J 

과 「계 층설 계 방식 (Hierarchical Design Method 이 하 HDM으로 약칭 함)j 을 활용 

하는 「흔합설계방식 (Mixed Design Method 이하 MxDM으로 약칭함)J 을 활용 

하기로 한다 

여기서 'MDMj 은 대규모 시스템을 다수의 독립성이 강한 부분시스템으로 분 

할하고， 각 부분시스템의 부분최적화릉 도모하면서 전체적인 조정에 의한 통일을 

취하는 방식으로서， 대규모 사스템을 한번에 설계하는 것은 어려우나， 분할된 소규 

모의 시스템을 설계해 나가기 때문에 설계가 용이하다는 장점에 근거하여 본 연구 

에서는 다계층으로 설계된 기능체의 최종 단말시스템올 구성하는 기능뜰의 전개에 

'MDM j 을 적용한다. 

그리고， 「HDM」 은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 부분시스템을 수작방향으로 배열하 

여 그 상위부분시스템이 작동의 우선순위를 갖고 하위부분시스템을 간섭하는 한편， 

하위부분시스템의 성과는 상위부분시스템에 의존하면서 ‘ 가역적 (Feedback) 
/ 
으로 

상부에 전달되는 구조로써 사스템을 설계하는 방식으로서 최 상위의 목적을 달성하 

기 위한 필수기능들을 빠집없이 설계할 수 있다는 장점에 근거하여 「기술평가사스 

템」 를 구성하는 기본 가능체를 설계해 나가는데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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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 장 선행연구 

제 1 절 가술평가사스템의 사례 

1. 일본의 지적재산권 담보거래방식 [15] 

가. 가엽가치(1) 

; 운용자산(시 가기 준) 

듀 금융자산 + 유형자산 + (기타고정자산) +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지적자산) 

二 조달자본(시가기준) 

= 장기차입금 + 주주지분(자기자본) 

二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총합계 

냐. 기엽가지 (2)( I수익승수 qOl 론」 에 가초한 평가방법) 

二 qX 지식스톡 

Lqi X 무형자산 

※ 기업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50% 이상 

80년대 : 25%, 90년대 전반 43% 

※ 무형자산의 최적의 편성이 기업가치를 높인다. 

※ 무형자산내부에서 가치의 이전이 얼어나고 있다. 

※ 미 이용의 무형자산((遊(유) . 休(휴) 무형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다. 무형자산 

二 숙련노동력 + 실무매뉴얼 + 엔지니어링 사양서 + 각종계약(프랜차이즈 계 

약， 구매계약 등) + 판매력 + 고객의 관섬 + 기업이마지 + 기업조직체계 + 

경영자능력 + 지적재산 

라. 지적재산 

二 특허 + 상표 + 저작권 + 지적재산권에 덧붙은 영업비밀 + 기술 로드맴 정 

보 

마.영업비밀 

= 기술적 노하우 + 엽무에 관한 기측과 계획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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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CO 모형 [6] 
가. 기술경쟁력지수(TCI)를 이용한 기숲가치 평가모형의 구조 

(1) 가술가치 (POSCO모형) c:: 기술경쟁력지수 ×기술의 기대아익 (NPV) 

(2) 가술의 기대이익 예측모형 

(가) 직접산출(전문가의 직접계산) 

(나) 기대이익 ::: 2:(해당기술의 때출액 공한도) x (예상매출액) x (현가Factor) 

(현가Factor) 二 기술의 기대이익 (n년 후)을 현재가로 환산하는 Factor 

〔펜핀푼=τ훤먼iτ그=판판텐휩표] 

< ) ]

<그럼 -1> 기대이익 추정모형 

나. 가술경쟁력지수(TCI) 계산 

(1) 평가항목 적용여부 판단 : 평가목적， 단계， 평가시기별로 항목 션정 

(2) 1st Level 상대 비 중 산출(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 하 AHP) 

: 선정된 1차 레벨 항목간 가중치 계산 

(3) 2nd Level 상대비중 산출(AHP) : 상위레벨에 대한 하위 레펠 가중차 711 산 

(4) 해당기술의 점수 Rating 

(5) TCI 산출 :2:평 가값(Rating) X 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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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H 장 선행연구 

제 1 절 기술평가시스템의 사례 

1. 엘본의 지적재산권 담보거래방식[15] 

가. 기업가치(1) 

二 운용자산(시 가기 준) 

二 금융자산 + 유형자산 + (기타고정자산) + 무형자산(을 포함하는 지적자산) 

二 조달자본(시가기준) 

二 장기차입금 + 주주지분(자기자본) 

; 순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의 총합계 

냐. 기업가치 (2)( r수익승수 q이론」 에 기초한 평가방법) 

二 qX 지식스톡 

2:qi X 무형자산 

※ 기업성장에 대한 공헌도는 50% 이상 

80년대 : 25%, 90년대 전반 43% 

※ 무형자산의 최적의 편성이 기업가치를 높인다. 

※ 무형자산내부에서 가지의 이전이 일어나고 있다. 

※ 마 이용의 무형자산((遊(유) . 休(휴) 무형자산)이 증가하고 있다. 

다.무형자산 

二 숙련노동력 + 실무매뉴얼 + 엔지니어링 사양서 + 각종계약(프랜차이즈 계 

약， 구매계약 등) + 판매력 + 고객의 관심 + 기업이미지 + 기업조직체계 + 

경영자능력 + 지적재산 

콰. 지적재산 

二 특허 + 상표 + 저작권 + 지적재산권에 덧붙은 영업비밀 + 기술 로드뱀 정 

보 

마. 영업1:Jl 말 

= 기술적 노하우 + 업무에 관한 기록과 계획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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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OSCO 모형[6] 
가. 기술경쟁력지수(TCI)를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구조 

(1) 기술가치 (POSCO모형) 二 기술경쟁력지수 ×기숲의 기대이익 (NPV) 

(2) 기술의 가대이 익 여l 측모형 

(가) 직접산출(전문가의 직접계산) 

(나) 기대이익 二 2:(해당기숲의 매출액 공헌도) x (예상매출액) x (현가Factor) 

(현가Factor) 기술의 가대이익 (n년 후)을 현재가로 환산하는 Factor 

L캔판판론그二;현파;二工팬편10펠L] 

둔좋드E순드玉드도뿐드크 

닫환륜쫓王뚫급 

탄詩풋판팩￥감 

든좋;==;rf二 도τ또짧짧죄 

<그림 -1> 기대이악 추정모형 

냐. 기술경쟁력지수(TCI) 계산 

(1) 평가항목 적용여부 판단 : 평가목적， 단계， 평가시기별로 항목 선정 

(2) 1st Level 상대 비 중 산출C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 하 AHP) 

- 선정된 ]차 례벨 항목간 가중치 계산 

(3) 2nd Level 상대 tll 중 산출(AHP) : 상위 레 벨에 대 한 하위 레 벨 가중차 계산 

(4) 해당기술의 점수 Rating 

(5) TCI 산출 :2:평 가값(Rating) X 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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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 US Consu1tants 모 형 [19] 

가.개요 

기술가치뽕가 

가지선정 

<그림 -2> AUS Consultant에서 제시한 기술가치평가의 개요 

(1) 가대의 원칙 

(가) 가치는 미래에 발생하는 기대수익에 의해 창출된다. 

(나) 소유자가 받을 수 있는 예견 가능한 미래의 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이다. 

(2) 대체의 원칙 

(가) 근본적으로 동일한 효용을 가진 다양한 상품이나 서비스가 이용 가능할 

때， 가장 낮은 가격을 가진 것이 많은 수요와 넓은 분포를 가진다. 

(나) 동퉁한 욕구와 효용을 가진 재산을 획득하기 위해 지볼하는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은 없다. 

(다) 그 금액은 대체재산을 창출해 내는 비용이 될 수 있고， 시장에서 획득할 

수 있는 대체재산의 가격이 될 수 있다. 

(3) 영업자산 기술은 소유자에케 이익을 주기 위해 다른 자산을 필요로 하며， 

활용될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동시에 고펴되어야 할 요소 

(4) 항목별 내용 

(가) 비용접근볍 : 재산의 마래 서비스능랙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끔액을 계 

량화함으로써 재산소유자의 미래이익을 측정하는 것이다. 

(나) 시장접근법 : 시장에서 사람틀이 판단하는 의견일치에 의하여 획득되는 

미래이익의 현재가치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흘 위해 활발하고 

공개적인 시장과 비교 가능한 기술들의 교환을 필요로 한다. 

(다) 수익접근법 : 기술의 수익창출능력을 자본화함으로써 기술의 공정시장가 

치에 대한 지표를 제공하는 것이다. 

(5) 평가방볍 · 세 가지 기법을 모두 사용， 기법의 선뢰성， 적합성， 사용된 자료 

에 근거를 둔 비중부여， 계산결과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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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항목별 모형 

(1) 비용접근법 

평정감가 

<그림 -3> 비용접근법의 구성 

(가) 재산의 미래 서비스 능력을 대체하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계량화함으로 

써 재산소유자의 미래이익을 측정하는 방법 

(나) 재산을 대체하거나 재생산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추정과 평정(評定)감가추 

정이 필요 

(2) 시장접근법 

(가) 관련없는 당사자들간 적당한 거리를 두고 매매된 거래존재를 조사한다. 

(나) 팔리는 재산에 대해， 당사자， 가격 등을 조사한디. 

(다) 발견된 거래와 재산자체간의 비교의 정도에 대해 판단한다. 

(라) 거래되는 자산과 평가받고자하는 재산간의 차이는 시장자료를 통해 조정 

(마) 일반적으로 기술은 기술의 비유사성 때문에 시장접근법에 의지하는 것은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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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익접근볍 

수익달성 위험 

<그림 -5> 수익접근볍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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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익금액의 구성 

<그림 -7> 수익달성 위험의 구성 

<그림 8> 수익의 기간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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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미래의 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를 직접 계산하는 벙식 

CD 공정사장가격 ( FMη 

二 미래 경제적 이익의 현재가치 二 미래 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FEBpν) (FNCF pv) 

@ 미래 순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 FNCFpv ) 

二 미래 매출수익 - 미래 영업비용 미래 자본지출(현재가치) 

( R pv ) ( OE pv) ( CapEx p,,) 

( 나) 순현금흐름 

二 영업(판매 )수익 - 영업비용 + 감가상각 운전자본의 증가 지본지출 

결정해야 함 (다) 기술이 경제적인 의미에서 무엇을 달성할 수 

(기술이 없다면 사업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있는지를 

자문하는 방법으로 결정) 

( 라 ) 지적재산(혹은 무형자산)의 경제적 이익(사례) 

φ 시장에서 정상가 이상의 초과가격을 받을 수 있는 제품으로 구체화 

@ 기업체에 완전히 새로운 사업라인을 도입할 수 있는 경우 

3 생산공정에서 보다 적은 원재료 사용을 가능케 하는 경우 
@ 풍부한 원료공급을 가능케 하는 경우 

@ 제조공정에 필요한 노동력을 줄일 수 있는 

@ 생산속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 

경우 

@ 품질을 개선하거나 하자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 

@ 환경 또는 안전상의 위힘을 제거하거나 감소시 킬 수 있는 경우 

g 강력한 시장지위흘 똥해 생산에서 규모의 경제플 도모할 수 있는 
@ 원재료 구매에 있어 힘을 행사할 수 있는 시장올 형 성 힐 수 있는 

(마) 시장분석의 중요성(수익접근볍 적용필수사항) 

CD 기술에 대한 잠재 시장을 명확히 이해하는 것 
CZl 초기단계 기술은 불안정하고， 수많은 다른 시장에 적용될 수 았다. 

} 。
' dT 

경우 

3 이러한 기술의 정확한 평가를 위해， 가능한 모든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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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Patent Bank의 지적소유권 가치기준 모형 [16] 

가. Patent Bank 방식의 목적 및 배경 

(1) 배경 

(가) 지적재산권의 이전과 유통， 지적재산권의 보유를 전제로 한 투자， 혹은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융자 등， 경제활동 중에 지적재산권 평가를 기초 

로 한 사업실적이 잠재적인 수요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은 설정 

(나) 지적재산권 평가에 대한 경험부족은 하이테크분야에 있어 사엽을 성공적 

으로 전개하는데 문제로 지적 

(2) 목적 

지적재산권이 새로운 창조성에 가치가 었다는 것을 전제로， 지적재산권평가 

수법을 확립하여 지적재산권 활용에 의한 경채 활성화틀 도모하기 위한 것. 

냐. Patent 8ank 방식의 구성 

(1) 평가가치 

(가) 기술적 가치 Patent Database 

(나) 시장적 가치 Marketing Database 

(다) 창조적 가지 Business Simulation Database 

(2) 체크항목 평가개념 

(가) 절대적 (나) 상대적 (다) 임의적 

(3) 평가개념 

// 

/ 

예
 
술
 
성
 

」

// 

\\ 

지역경제， 사회， 운화기반 1 

일본， 한국. ASIA 각국의 자립적 순환혈 경제 l 

갓적재삼권의 매시과 째};? j/gtV 
렐철민프란펀쉰똘랜←l 끼\\\\\흔서 

γ느r] [융합경저 

<그림 -9> Patent Bank사의 평가개념 구성 

(가) 벤처기업의 자산 = 창조성 二 지적새산권 

(나) 동시평가(기술과 자산， 시장 등의)와 단독평가(기술단독)에 의한 시장형성 

(다) 기업평가와 지적재산권의 단독평가가 가능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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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방식 

Patent Bank 방식은 다음의 방식을 조합한 시스템이다. 

잖점 / 4OO항목 μ 피파 
~렐) --\ 40~ 준 ;-편L/l 

j 
v ) 

/ 
/ 

/ / 
/ / 

법적판정 

<그림 -10> Patent Bank사의 평가방식 구성 

(가) Cost, Market, Income Approach (냐) Discount Cash Flow(DCF) 방식 

(다) Patent Map 방식 (라) Derivative 방식 (마) 전문가집단에 의한 평가방식 

요편요펴항을 μ펴똘펀활機;二듀짧 

[츄폈L뮤꽤 -• LA … 「ni;::펴틀물렀 ?끼 “짧 
듀醫둠꽤 -• [뮤듀책醫똘뮤벼 

L~평과 -• 다도좌렐똘편듀도도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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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atent Bank 평가시트 

〈표-1> 일본 Patent Bank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시트 

| g됩j냈 섣혐 

| 진라 1 질시 ! 응용 l 검사 | 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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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atent 8ank 평 가사 례 

<표-2> 지 금으로부터 5년 간의 Cash Flow (단위 백만엔) 

<표-3> A λ}업 의 Cash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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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5> 사업가지 

」저11 1 기 제 271 제 371 제 471 제 5711 tl1펀 1사업의 CF -95 83 315 692 878 

Discount 0.833 0.595 0.458 0.352 {o294 
Factor 할인 

-79 
현재가치 

144 243 1258 

l할인현재가치 
누계 

-30 114 615 

잔존가치 2,471 

l사업가치 3,086 
-------- -

※ 사례연구 검토 

@ 실례로 본 Patent Bank 방식 : 제 4단계 - 지적재산권의 가격화 

@ 산정구조 Matrix에서의 평가지표 X Derivate 계 수 

L 해당 지적재산권 가치의 가격 

Q) Matrix 평 가지 수 

@ Matrix 시 트 상의 구분별 만점 의 합계 :.:: 720 UJ 
[시트에 따리 계산] 

@ Matrix 시트 상의 총합평가지수 합계 = 445 [2] 

[시트에 따라 계산] 

@ 지수의 계산 = {[2] / [1]) X 100 二 6l.8% 

@ 적용결과 

0.618 x 3 ,086 {백만 엔} 二 1,907 {백만 엔} 지적재산권의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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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국립가술이전센터의 탑 인댁스[9] 

까.특징 

(1) 종합적 평가항목 

(가) 당해 기술에 대한 요인뿐만 아니라 당해 기술을 둘러싸고 았는 시장 상 

황과 경쟁환경 및 규제환경과 같은 환경적 요인도 고려 

(나) 기술의 상품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와 제품 시판 

시기， 제조능력까지 고려 

(2) 평가항목의 구성 

<표 6> 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의 탑 인텍스 구성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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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 배점표[10] 

가.특정 

(1) 종합적 평가항목 

(가) 기술의 권리적， 경제적， 환경적 측면을 포괄하는 평가항목 

(나) 기술의 권리적인 측면을 가장 강조 

(다) IMF 이후， 벤쳐기업 육성정책에 의해 기술평가의 중요성 대두로 개발 

(2) 평가항목의 구성 

<표 7>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기술의 권리적 측면 : 40점) 

평가항목 

권리형태 

% 

완성도， 신뢰성 

‘t봤 

유사기술의 존재성 

명주기 상 위치， 

간 

개발수준 

리의 예상수명 

용， 상업화 가능성 

[배점i 세부내용 l 
권리의 보유형태(1) 

/，기 권리의 내용특성 (1) 

i 권리의 확보상태(1) 

L 권리의 적용범위(1) -二만파 i 

혔1fh 
5 개 발기 술의 중요도(1) / 

개발기술의 완성도(1) / 

개발자(대응능력 등)의 신뢰도(1) 

타懷灣철쌓외치(2)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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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중소기엽청의 개별기술 평가(기술의 경제적 측면 : 30점) 

<표 9> 중소기업청의 개별가술 평가(기술의 환경적 측변 : 30점) 

「 -펴7}광도←←7패감T→----→←과루내용←←괜‘「기 

! 5 j 

‘ ; 기업화 설비， 장비 구입 
• ( 기술인력확보 숙련도 ( 
10 1 
• 국내외 기술， 시장 정보 

I 71 술적 문제 해결을 위 
• 기업화를 위한 내부여걷 

) 선기술 특허상황 등의 

η1 술지원정책 인프라 。

5 볍률적 규제여건 ( 2) 

I NGO(민간단체 )등 소비 

I -õ:ì1"Sl- ~l-<:8 (71~~~ 71 <:8 ) 1 해당산업 성장성 (2) 
1 해당 산업(기술활용 기업 )i - -; ; 1 

I 5 해당산업 경영여건(1) 

「 의 성장여건 I %~~;~ ~7}7}~ ' -~ T Q~ ~ pJ(2) | 냐R당산업 부가가치 등 수익전망(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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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기술평가시스템의 검토 

본 절에서는 기존 기술평가시스템의 검토룹 통하여 각 평가사스템의 상딘점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기술평가시스템 섣계에 만 

영하도록 한다. 

l. 일본의 지적재산권 담보거래방식 

가.장점 

(1) 기업성장에 대한 공헌도와 같은 정성적 요인을 고려하여 지적재산권의 가지 

를 평가 

(2) 무형자산 그 자체를 기술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상황을 고려 

한 수익승수 q를 가치평가에 반영하였다. 

나.단점 

(1) 지적재산의 가지평가를 위한 모형은 구체적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다. 

(2) 평가항목간 단위와 레벨이 틀리다. 

(3) 평가된 기술의 가치 혹은 기엽의 가치는 자사 입장에서 계산된 주관적인 수 

치이다. 

(4) 이전의 Data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의 기술 혹은 무형자산에 대한 가치평가 

는 어렵다. 

(5) 지적재산권을 담보로 한 자금의 대출금액을 결정하기 위한 평가방법으로， 가 

지가 기술 그 자체보다는 주변조건(예를 들면 재무구조)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기술의 정성적 요인과 주변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섣계 

(2) 평가항목간 단위와 레벨이 정리된 구체적 평가시스템을 섣계 

(3)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도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설계 

(4) 특정 항목에 편의가 일어나지 않는 평가시스템의 설계 

2. POSCO 모형 

가.장점 

(1)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도 보유하고 있는 전문가에 의한 평가가 가-능 

(2) 기대이익 추정모형을 통하여 기술의 평가결과를 예측에 직접 활용할 수 있 

는 구체적인 평가시스템 보유 

(3) 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를 이용하여 주관적인 전문가 판단을 

어느 정도 객관성을 갖도록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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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단점 

(1) 과거 Data가 없을 경우 기대이익 계산방법이 주관적이며 기판마다 틀린 기 

준을 가지게 된다. 

(2) 항목의 수가 많아질 경우 AHP를 사용한 가중치 계산이 의미 없어진다. 

(3) 전문가간의 일관성 없는 평가결과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함 

(4) 주로 경제적인 평가에 초점을 맞춘 평가시스템 

다. 활용 몇 개선방향 

(1)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도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설계 

(2) AHP와 같은 평가방법을 구체적 평가절차에 활용 

(3) AHP에서 지원하는 신뢰성 계수와 각 분야 전문가 풀을 이용한 전문가 가중 

치 부여등을 활용하여 평가자 신뢰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사스템 설계 

(4) 기대이익과 같이 직접 예측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측면의 평가 뿐 

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대효용 예측모텔 내장 

3. AUS Consultants 모형 

가.장점 

(1) 다양한 접끈방식을 3가지의 간략하면서도 포팔적인 접근방식으로 정리된 시 

스템을 개발하여 기술평가에 사용 

(2) 기술가치평기에 대한 객관적인 기본 원리(기대， 대체의 원칙)에 입각한 논리 

적인 시스템을 설계 

(3) 순현금흐름으로 전환하여 이에 근거한 기술의 평가를 수행하므로 비교가능 

한 결과를 산출할 수 있음 

냐.단점 

(1) 각 접근방법을 효과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수적인 데이터의 양과 

범위가 크고 넓다. 

(2) 모든 접큰방법은 전문가가 아니면 쉽게 평가할 수 없을 정도로 전문적이고 

고도의 지식을 필요로 한다.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간략하면서도 논리적인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하여 가능한 모는 평가항목을 

조사하고， 여기에 누락된 규범적 항목을 첨가한 후 대표성， 독립성이 높은 그 

룹으로 분할하여 시스템을 설계한다. 

(2) 기술평가에 대한 기본원리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설계하여 시스 

템의 논리성을 확보하면서 설계하도록 한다. 

(3) 수집가능한 범위의 데이터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섣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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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 Patent Bank의 지적소유권 가치기준 모형 

가.장점 

(1) 기존의 기술과 달리 기술 자체의 독창성과 예술성을 경제성과 파학성과 합 

께 고려하는 시스템 

(2) 기존의 방식과 달리 기술의 응용 혹은 활용에 의한 종합적인 측면과 기술 

자체의 거래에 따른 기술만의 가치평가를 함께 수행 

(3) 다양한 평가항목을 잘 정리한 평가사트 활용으로 평가자의 평가에 대한 부 

담을 줄여줌 

(4) Cash Flow와 잔존가치， 할인율 등을 이용한 비교가능한 현실적인 결과 산출 
가능 

냐.단점 

(1) 전체적인 평가의 논리는 있으냐 평가항목의 설정과 그룹화에 대힌 논리적인 

근거가 없어 평가항목간의 중복으로 정확한 평가를 보장할 수 없음 

(2) 현금흐름의 예측이 사전적으로 필요하며 이를 현금 흐름에 대한 데이터 수 

집이 필수적 

(3) 특별한 근거 없이 벤쳐사업에 대한 할인율을 일괄적용 

(4) 기업의 입장에서 지적재산권의 가치를 계산하였을 뿐 소비자(혹은 구매자) 

입정의 판단 정보가 반영되지 못함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기술의 독창성 예술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계 

(2) 기술의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기술이전센터에서의 기술 거래를 위한 단일기 

술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3) 데이터가 있을 경우는 물론， 데이터가 없을 경우라도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 

가시스템 설계 

(4) 현금흐름 계산을 위한 차등 할인율 적용의 기준을 확립한 시스템 설계 

(5) 가술의 기}발자 입장은 물로 구 u11 자 및 소비자의 입장까지릅 고려할 수 。1 즈: 
Aλ 」

시스템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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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미국 국립기술이전센터의 탑 인댁스 

가.장점 

(1) 기술에 대한 요인， 기술 주변시장의 상황， 경쟁환경 및 규제환경까지 고려 

(2) 기술의 상품화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장애요소와 제품시판시기， 제 

조능력까지 고려 

냐.단점 

(1) 평가항목의 그룹핑에 대한 논리 부족으로 평가항목간 중복， 특정항목(l1. 기 

여요소)에 치중된 구성을 보이고 있음 

(2) 평가 시 고려할 Index로서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을 제시하지는 못함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가술과 주변시장， 그리고 규채 및 환경은 물론 기술올 기반으로 한 저1 품의 

생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 설계 

(2) 제시된 평가항목을 반영하고 항목설정의 논리를 제시하여 논리적인 평가시 

스템 설계 

6. 중소기엽청의 개별기술 평가 배점표 

가.장점 

(1) 기술의 권리， 경제， 그리고， 환경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평가시스템 

(2) 규범적이고 범용적인 기존 평가시스템과 달러 중소기업의 특성에 맞는 평가 

시스템을 구성 

나.단점 

(1) 특수목적을 위해 개발된 시스템으로 범용성이 떨어짐 

(2) 주로 벤쳐기업의 창업지원을 결정하기 위해 설계된 사스템으로서 사엽의 수 

익적인 측면에 치우친 시스템 

다. 활용 및 개선방향 

(1) 기술의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시스템 설계 

(2) 특정 평가항목은 일부 차용하되 사업단의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을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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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종합검토 

가. 선행연구의 비교검도 

<표-10> 기존 기술평가시스템의 

갚 -----------걱 õ~한 ~- I 2 I :3 r-~-r 5 | 

Data가 없는 경우 평가 가능성 x x-- ×-」j• A 

평가시스템 기본원리의 논리성 x x 

j 평가모형의 구체성 x 110 1 x 01 x x { 

} 평가자의 전문지식 불필요성 01 6 X IOI O I O 

기술성(정성적) 평가 가능성 61 66 10 1 6J 으」 
경제성(정량성) 평가 가능성 6101610 6 6 

! 타당성 평가가능성 X X I X I X I X 「그 
주) 

r • f 

1 : 일본의 지적재산권 담보거래방식 

2 : POSCO 모형 

3 : AUS Consultants 모 형 

4 : 일본 Patent Bank의 지적소유권 가치기준 모형 

5: 마국 국렵기술이전센터의 탑 인댁스 

6: 중소기업청의 개별기술 평가 배점표 

테이블을 

난해한 것은 

위해 가격을 

즉 현금화에 

보면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평가모형이 데이터가 없는 경우 평가가 

기업 혹은 컨설팅 업체에서 당장 기술의 거래를 수행해야 하며 이를 

결정해야만 하는 모형을 가질 필요가 있기 때문이라 생각되며， 경제성， 

치중된 평가모형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데이터가 없을 

지 않거나 평가시스템의 

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경우도 평가가 가능한 모형들은 구체적인 모형을 가지고 있 

기본원리가 논리성을 갖지 못하여 편향된 평가플 할 수 있 

연부 모형은 구체적 평가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을 

정모형의 경우 평가결과를 기존의 다른 평가 결과 특히 현금화된 

수 없다는 문제점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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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연구의 진행방향 

따라서 가. 에서 제시한 문제점들올 해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연구블 진행해 나가도록 한다. 

(1)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올 경우에도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 

(가) 데이터가 없을 경우에도 평가가 가능한 시스템을 설계 

(나) 수집 가능한 데아터로 충분히 평가가 가능힌 사스템으로 설계 

(2) 논리적인 평가시스탬 

(가) 평가항목간 단위와 레벨이 정리된 구체적 평가시스템으로 설계 

(나) 가능한 모든 평가항목을 조사하고 여기에 누락된 규범적 항목을 첨가한 

후 대표성， 독립성이 높은 그룹으로 분할하여 시스템으로 설계 

(다) 기술평가에 대한 기본원리를 설계하고 이에 따라 세부사항을 설계 

(라) 특정 항목에 편의가 일어나지 않는 사스템으로 설계 

(3) 구체적언 평가시스템 

(가) AHP와 같은 평가방볍을 평가절차에 활용한 시스템으로 설계 

(나) 사업단의 특성에 맞는 평가시스템으로 설계 

( 다) 기대이익과 같이 직접 예측에 활용할 수 있으면서 경제적인 측면의 평가 

뿐 만 아니라 정성적인 평가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기대효용 예측모델 

내장 

(4) 가술의 다양한 측면(가술성， 경제성)을 고려해 줄 수 았는 평가사스템 

(가) 정성적 요인과 주변상황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나) 기술의 독창성 예술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다) 기술과 주변시장， 그리고 규제 및 환경은 물론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제품 

의 생산까지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 라) 기술의 개발자 입장은 물로 구매자 및 소비자의 입장까지를 고려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마) 기술의 종합적인 평가는 물론 기술이전센터에서의 기술 거래를 위한 단 

일기술평가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설계 

(5) 타당성을 평가해 줄 수 있는 시스탬 

기존의 기술평가시스템에서는 기업 혹은 기술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평가 

해 줄 수 있는 시스템은 존재하지 않는다. 단지 정성적으로 혹은 전문가에 의 

해 간접적으로 평가해 줄뿐이다. 따라서 기업 혹은 기업의 타당성 평가는 기 

업의 선용평가시스템을 활용하기로 한다. 

- 114-



위하여 다음과 같은 개념모형을 

설계해 나가기로 한다. 

장 개념모형 

2장이l 서 제시한 진행방향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기 

먼저 설계하고 이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시스템을 

m 제 

저
「
 댄
』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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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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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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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펴(
〕
 

=
듀
 모「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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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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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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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평
 

「

능률성 평기 
원리 

유효성 평가 
원리 

단계별 목적 

기술평가체계 설겨 

~.;.; ‘ 1 시ιι( 느:::，:，;，:.:나iι:ιι 

설계를 위한 개념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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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술분류(Technology Grouping) 

l. 가술분류의 의의 

기술은 고유의 특성에 따라 사용범위， 사용가치 사용자 등의 모든 면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을 평가할 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다. 기술을 평가할 때는 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 r、j

T Bλ 

2. 기 술분류의 방법 [1] 

가. Life-Cycle :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기술의 위치를 파악하여 
E 

π
 

님
 
E 

+ 즈~Ol 써{ 
~~。

태동기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그림 -13> 라이프사이클파 시장성 및 수익성의 

냐. TM rnatrix 라이프사이클의 확장으로 기술의 선규성 정도와 시장의 확산정 

도를 함께 고려하여 기술을 분류 

원
 

기
 
시
」
 

펴융T싫〕 신기술 

기존시장 

ν 

성장기술 성장기술 성장기술 

기존시징 líf생시장 신시장 

성숙기술 성숙기술 성숙기술 

기존시장 파생시장 신시장 

고 

그t 

ξ5 

저 

저 = 
ξ5 고 

시잉의 

신김싱 

<그림 -14> TM Matrix와 각 셀 별 특성 

다. 동계적인 방법 : 관련 기술이 한정된 집단에서 사용할 수 았는 방1겁으로 정해 

진 기술에 대해 쌍대비교를 통한 각각의 거리점수플 계산하고 

이를 토대로 통계적인 방법으로 기술꾼을 만들어 내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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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평 가원라 (Eva1uation Principles) 

1. 효율성(연구생산성)의 정의 [1] 

효율성 L 유효성 (Efficacy) + 능률성 (Efficiency) 

가. 유효성 : “무엇을 할 것인가 “무엇을 했는가” 등의 성과측면의 정도 

나. 능률성 : “열마나 투입했는가 “열마나 소비했는가” 등의 임력측면의 정도 

2. 효융성평가의 의의 

vs 

=. <. > 
(?) 

혔 

<그림 15> 유효성과 능률성의 비교 

<그림 3>과 같이 2종류의 수익과 2종류의 비용이 발생한 경우 즉 “효과는 좋 

으나 비용이 큰 경우”와 “투입된 비용은 적지만 결과가 시원찮은 경우”의 비교， 

혹은 투입 대 효과의 비율은 같지만 “10억 투자 20억 수익을 얻은 기술”과 “천만 

원 투자 2천만원 수익을 얻은 기술”간의 비교에 있어서 유효성 혹은 능률상반으 

로는 정확한 평가를 통해 두 기술간의 차이블 파악하기 힘들다 따라서 유효성과 

능률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효율성 평가분 수행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3. 효율성(연구생산성)의 측정 [3] 

가. 유효성 평가 : 투입측면은 상수로 보고 산출이 열마인가플 평가하는 방볍 

“G(목표) - O(성과)" 혹은 “O(성과)" 그 자체로 평가하는의 방 

법을 사용 

나. 능률성 평가 : 산출측면은 상수로 보고 투입이 열마인가른 평가하는 방법 

‘ 몽(여산 대 tl1 비용)" 혹은 “ 우(성과 대비 비용)"을 사용 

냐. 효율성 평가 :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평가방법 

“ 1+ O(비용측면의 효용 + 성과측면의 효용) 

※ 비용과 성과를 동일 차원의 평가척도로 평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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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평가목적 (Evaluation Goal) 

평가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인 중， 평가의 복적을 선정하는 것은 

평가방볍， 절차 등의 기술적인 부분을 좌우하며 평가사스템 설계 이전에 반드시 목 

적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평가의 목적은 크게 수준별 목적과 단계적 목적으로 나눌 수 있다. 

Top Manager 

(경영자) 

Middle 
Manager 

( 관리자) 

Low Manager 

( 담당자) 

1. 수준별 평가 

<그림 -16> 단계별， 수준별 평가의 목적 [3] 

가. 전소적 규모결정평가 

츠등。H 그~'"껴 
C그 ---, <= c> 

(투자종액의 

합리적 결정 ) 

~H 분결정 

(투자배분의 
적정화) 

6 9.1 그~ ̂ -1 
긴::，1 "2 。

(유효프로젝 
트의 선정) 

(1) 연구개발분야와 다른 분야와의 자원배분관계 결정하기 위한 평가 

(2) 전체적 연구개발의 규모， 공헌도를 결정하기 위한 복적으로 수행하는 평가 

(3) 경 영학 Level의 결정 ， Macro 평가 

나. 분야별 자원배분평가 

(1 ) 연구개발 활동 내에서의 단계별(기초， 응용， 개발) ， 목적벨 그리고 성격별(개 

량， 혁신 )에 따른 배분비율의 적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평가 

(2) 관리자 Level의 결정 ， Micro 평가 

다. 개별적 과제선정평가 

(1) 개발적 프로젝트의 취사와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평가 

(2) 각 프로젝트에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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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계별 평가 

가. 단계별 평가의 목적 

단계별 평가의 목적을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표-11> 단계별 평가유형과 내용[3] 

- Idea Generation과 Screening 
R&D활동의 개 시 전 1- Theme Selection 
(아이디어， 테마제안 1- 개별 Theme or Project의 계획검토 
단계， 목표설정 1- 계획에 대한 자원배분문제의 평가 
계획단계) 션( 연구개발효과의 예측 

- 연구책임자의 결정 

- R&D성과(연구생산성)의 확인 

Project의 예산 및 목표수정， 중지결정 
- 연구방법에 대한 재검토 
- 연구자원에 대한 배분 

활동 종료직후 1- R&D성과(연구생산성)의 확인 
(생산이전 or j- Project의 사업화 여부결정 l 
시장화 이전단계) 1- Theme or Project 선정의 적합성 평가 l 

- 각 단계에서의 투입자원 적정도 검토 j 

&D 활동 종료후 
일정기간 
(시장화 이후단계) 

j- R&D효과 측정 및 예측 

R&D성과활용에 대한 측정 

- R&D 전략선택의 채 검토 

나. 단계별 평가의 효용 

(1) 사전평가 

(가) 연구성과의 유효성을 기대할 수 있다. 

(나) 연구자원배분이 합리적으로 행해칠 수 있다. 

(2) 중간평가 

(가) 수행도중에 목적변경이 가능하다. 

(나) 적시에 중간과정의 변화에 대해 펼요한 방책을 세울 수 있다. 

(3) 직후평가 
(가) 목적에 적합한 성과인지 여부와 목표달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나) 추후 R&D계획단계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목적 외의 성과도 파악가능 

(4) 추적평가 

(가) R&D활동의 System 변경과 평가자의 평가를 행할 수 있다. 
(나) 연구의 상호파급효과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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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평 가방법 (Evaluation Methods)[3] 

1. 접근방법 (Rubenstein 분류) 

가. Decision Theory Approach(결정론적 방법) 

나. Economic Theory Approach ( 경 제 흔적 방 볍 ) 

다. Operations Research Theory Approach(OR론적 방볍 ) 

라. Combination Theory Approach( 복 합론 적 방 볍 ) 

2. 평가방법 
가. Decision Theory Approach(결정 론적 방법 ; D) 

평가자의 직관적， 경험적 판단을 기초로 하는 평가방볍으로 광범위한 측면의 

정량적， 정성적 평가항목을 모두 검토할 수 있으며， 이에 적합한 평가기준을 설 

정하여 요인별 평가를 행하고 여러 종류의 판정수법에 의거하여 종합적인 평가 

맞 판정을 시도하는 방법 

(1) Scoring Method (2) Numerical Method 

(3) Profile Method (4) Checklist Method 

나. Economic Theory Approach(경제론적 방법 ; E) 

R&D활동의 성과로서 나타나는 2차 성파(수익성)을 경제적 지표의 형태토 평 

가하여 이것을 판정의 기준으로 삼는 방법 

(1) 지표공식볍 

(가) Olsen 1;쉽 

( 마) Sobelman볍 

(2) 투자이익률볍 

(나) Pacifico볍 

(바) Viller법 

(다) Teal볍 

(λ}) Ansoff볍 

(라) Hertz볍 

(가) Net Present Value Method 나) Rate of Retum볍 

(다) Project Index Method 라) Payoff Period Method 

디 . Operations Research Theory Approach(OR론적 방법 ; 0) 

(1) Linear Programming Method 

(2) Non-Linear Programming Mcthod 

(3) Simulation Method 

라. Combination Theory Approach(복합론적 방볍) 

(1) D . E ModelC결정론적 평가 + 경제론적 평가) 

(2) E . 0 Model(경제론적 평가 + OR론적 평가) 

(3) D . 0 Model(결정론적 평가 + OR론적 평가) 

(4) D . E . 0 Model(결정론적 평가 + 경제론적 평가+OH.콘적 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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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평 가절차(Evaluation Procedure) 

1. 아상적인 평가첼차 

유의한 모든 평가항목 설정 

몇 가지 요소의 공통된 특성을 

나타내는 항목선정 

선정된 항목에 따라서 기준설정 

항목의 개별평가 

요소평가 후 총합평가를 행하여 

그 결과를 수치화， 도형화 함으 

로써 최종판정을 내림 

각 기법들의 비교분석과 문제점 

추출 및 기업전체의 전략과 단일 

프로젝트의 결과와 비교 

2. 평가항목 섣정의 원라 [3] 

가. 일반적 원리 

(1) 연구소 목표와의 정합성 

연구소의 장， 중， 단기 폭표와 평가요소가 균형을 

(2) 연구유형 및 규모와의 정합성 

: 연구의 유형과 그 규모에 맞는 적절한 선정이어야 한다. 

(3) 절대항목과 상대항목의 구분 

: 절대적인 형태로 나타내는 것과 상대적인 형태로 표현하는 것이 있다. 

나. 구체적 원리 

(1) 투출별 

투입 산출어l 관련한 Element들을 모으는 것(조건 효과항목 ) 

(2) 형 태별 
프로젝트의 속성별로 

여 형태에 따라 항목을 

(3) 단계별 

기초연구，응용연구，개발연구등의 

(1) 특성별 

독창성， 기술정， 제조성， 시장성， 사업성， 그리고 사회성 

이루어야 한다. 

철차[3J <그림 -17> 평가의 

분류하 R&D를 엎
 

드
 
。장지산업， 항공산업， 서비스업 

설정한다. 

연구단계에 따라 항목설정 

측면별로 항목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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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항목의 설정방법 [3] 

가. Opinionnaire Method (의 견수렴 볍 ) 

자기 부서 혹은 타부서의 전문가 등에게 모든 것을 구두， 설문조사 등으로 

전체의견을 물어서 가장 많은 반응을 나타낸 Element를 모으는 방식 

냐. Normative Method(규범 적 방 법 ) 

기존의 문헌을 참고해서 가장 체계적인 것을 선정하여 삭제 · 첨부 등의 조정 

을 통해서 작성하는 방법 

다. Case Collection Method(사례 수집 볍 ) 

연구소 내 또는 타 연구소에서 이미 시행했던 것을 통하여 선정된 인지와 결 

과와의 관계 등을 검토하여 적정한 Element 설정 

랴. Checklist Method(검사항목볍 )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펼수적인 항목들을 특정한 기준에 맞게 나열하여 빠짐 

없이 설정하는 방볍 

시장성 

시장，판매 

기술，제조 

제작능력 

수요예측 

판매능력 

경합제품비율 

겨즈섣 
<::>, <::> 

<그림 -18> Checklist Method의 사례 

4. 평가항목의 선정원리 [3] 

가.완전결합성 

(1) 특정분야에 치우치지 않고 전체를 Cover할 수 있는 항목을 선정해야 한다. 

(2) 각 요인별 상위레벨을 충족시키도록 선정 

냐. 중복배제성 

(1) 항목간 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2) l검정， 정규분포검정， β분포검정， 순위상관계수법 사용 

다. 적정규모성 

평가의 감도를 높이기 위해서 평가요인을 필요이상으로 많이 잡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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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철 구체적 평가채계 수립절차 

기존의 연구를 적절한 평가체계로 변형하기 위하여， 본 사업의 특성에 맞논 기술 

평가체계의 범위를 결정하여 적용방향을 제시하도록「 한다. 

1. 기술평가체계의 특성 

가. 평가체계의 배경 

본 평가체계는 실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에 대해 투자를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으로 선속， 정확하게 수행하기 위해 평가체계를 섣계하게 되었다. 

냐. 평가체계의 목표 

(1) 가술성조사 

기술개발단계와 기술/제품의 구체화 정도에 따라 적절한 수준의 약식， 또는 

정밀평가양식의 개발 

(2) 타당성조사 

Business Structure와 Business Plan을 포 함 한 경 체 성 검 토 

2. 71줄평7'체계킥 범원 

평가처1 계의 배경과 목표에 맞는 평가체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표-12> 기술평가체계의 요인별 범위 

기술분류 평가원리 팽가목적 평가방법 

A. 유효， 능률평가 A. 개별과제선정 
DE Model 

A. TM Matrix 
결정론적평가볍 

B. 기타방법 포함 B. 효율성평가 B. 사전평가 
+ 경제론적평가볍 J 

가. 기술분류 TM Matrix를 기반으로 다른 방볍을 혼용하여 단점올 보완 
나. 평가원리 구체적인 평가에는 유효성 능률성 평가를 경영정보제공을 위해서 

는 효율성 평가를 수행한다. 

다. 평가목적 - 본 평기체계의 목적은 수준별 목적으로 “캐별과제선정 단계별 

목적으로는 “사전평가”가 된다. 

라. 평가방볍 - DE Model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요인은 물론 정성적인 요인까지 
고려한다. 

마. 평가절차 - 이상적인 절차를 검토한 후 사업단에 적절한 절차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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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평가체계의 방향 

가-기술분류 

(1) 가술분류방법 

<표 13> 기술분류체계의 비교 

TM Matrix를 기반으로 다양한 기법을 접목시켜 단점을 보완하도록 한다. 

(2) 가술분류체계 

기술분류체계는 기술분류의 기준과 기술분류의 대상이 펄요하다. 

이콘적으로는 현재 과제 수행자 전원과 사업단 전원이 모여 현재 수행하고 있 

는 파제의 특성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물로 추후 예상되는 과제의 특성에 대례 예 

측히-는 기술예측의 작업이 필요하다. 

(가) 기술분류의 기준 

일반적인 TM Matrix는 λ1 장성과 기술성의 두개의 축응 뚱하여 상， 중， 하 

로 기술을 분류하지만 보다 세분하면 다음의 분류기준을 가섣 수 있다. 이는 

“한국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제성과의 유형화이다， 

첨단기술성 

(High lechnology Attribute) 

신규사업형 

과제군 
(2 과제군) 

뻗
 군 페
 

탐
 제
 μ
 

능
 과
 l 

가
 
U 

경영기여성 

(Managerial Contribution) 

날號핍 
복함기술성 

(Hyb rid-tec hnology Attribute) 

<그림 -19> 한국똥선의 과제특성분류의 유형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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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Matrix를 사엽단에 맞게 변형하면， 사엽단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기 

술은 주로 실용화를 목적으로 개발되며， 실용화에 사용될 경우 크게 독자적 

인 사업화와 제품의 성능개선에 필요한 기술로 나눌 수 있다. 

<표 14> 샤업단 71줄분륜체계꾀 1차 레벨 71준 

l~서(호。 도차서) 7 걷f-"d \ -=;- L.. -='ï /"d 。 시장성(혹 E 수익성) 

사영창출돼한 품7다 사1 화~른엽~，에강 λ화 -첨단(신규)기술 -복합(응용)기술 
(독자적 으호 사~~ ! (~} ~ -^}영 혹븐] 세 j 

완전히 새로운 신 기존기술을 응용， 
나 제품화가 가능 도움을 주 

규기술 결합한 기술 
기술) 이술) 

이를 기준으로 본 사엽단의 기술분류의 Matrix를 제시해 보띤 다음과 같다. 

사업창출성 

(Business Generating) 

청단기술설 

(High technology Attribute) 

신규사업혈 

과제문 
(2 과제군) 

사업다각형 

과제군 

(3 괴제군) 

기능탐색형 
과제군 

(1 과제군) 

제용개랑형 
괴제군 

(4 과제군) 

복합기술성 

(Hybrid-technology Attribute) 

성능강화성 
(Competence Enhancing) 

<그림 -20> 사엽단의 실용화과제 특성분류의 유형도 

<그힘 7>은 사업단에사 개발하는 실용화과제의 특성분류를 위한 유형도의 

대안 중 하나로서， 다음의 특성올 가진다‘ 

CD 가능탐색 형 과제 군(1 과세 꾼) 
기존 제품， 기술 중 일부를 대체하는 곳에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위해 

선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군 

@ 선규사업형 과제군(2 과제군) 

개발된 기술 자체가 하나의 사업 혹은 제품을 이룰 수 있는 신기숨을 개 

발하는 과제군 

φ 사업다각형 과제군(3 과제군) 

기존의 기술을 다양하게 응용하여 사업다각화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올 

개발하는 과제군 

@ 제품개량형 과제군(4 과제군) 

기존의 제품， 기술 중 일부를 대체하기 위해 기존기술을 다양하게 응용 

하기 위한 기술을 개발하는 과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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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과제군벨 기준 

? 특성별 분류의 목적 : 특성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평가해 주기 위한 것 

2 특성별로 분류하여 각 과제군 별로 우선순위를 결정한 다음 사업단의 포 
트폴리오 전략에 따라 자원을 배분하고， 자원에 따라 과제선택을 결정 

@ 각 과제군 별 평가항목은 다음으로 구성된다. 

@ 71본 항목(Basic Factor J 모든 과제 들에 요구되 는 능률성 항목 

9 공동항목(Common Factor J 모든 과제군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항목 

@ 고윤항목(Specific FactorJ : 과제군 특성에 따라 차별적용되는 항목 

<표-15> 한국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분류기준[5] 

j구분 내용 ←~←←-기 

I 71 본항목 기술목표， 완성정도， 연구기간 달성정도 l 

(공통항목 핵심요소기술 확보， 사업전략 기여도 

( 1군 ;능탐몹경 훤뚫챔， 기술 ( 기술진보성 연구활용성， 기술경쟁성， 기술향 

/ 기술독창성， 신사업/신제품 매플 

j 모 편뿔형과제군 | 1 기술진보성， 연구활용성， 기술경쟁성， 수익향상도 

< ñ ....;..1 T -, 기술독창성， 신사업/선제품 매출기여도， 현엽만족도 ) 
ιπ앙~ 13군) 사업강화형콰펌~ • • •• --1 

수익향상도， 사업지원성， 기술경쟁성， 사용자용이성， 신뢰 i 

성， 기술향상도 

경영지원형 과체군 

경영전략 기여도， 비용절감도， 경영지원성， 현엽만족도， 사 

업지원성，연구활용성 

이러한 기준을 큰거로 사업단 평가기준에 맞도록 Check list를 통해 재검토 

해야 하며， 통계적인 방법(요인분석， 주성분분석 등)을 통하여 더욱 정밀한 

(다) 기술분류의 대상 

(J) 71존과제 

* ex) 수행하고 있는 혹은 수행을 계획하고 있는 섣용화 과제의 자료 수집 

@츄휴과제 

* ex) 기술예측의 다양한 기볍(델파이， 성장함수， 브러l 인스토밍 등)을 통하 

여 추후 개발이 예상되는 실용화 과제의 자료 수집 

@ 규범적과채 

* ex) 션행연구에서 펼요하다고 언급되고 예측되는 기술분야 자료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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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평가목적 - 본 평가체계의 목적은 수준별 목적으로 “개별과제선정 단계별 

목적으로는 “사전평가”가 된다. 

(1) 수준별 목적 

(가) 개발적 프로젝트의 취사와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평가 

(나) 각 프로젝트에 자원을 배분할 것인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평가 

(2) 단계별 평가 

사엽단에서 구상하고 있는 평가시스템의 단계별 평가 특성은 다음과 같다. 

<표-16> 사엽단 평가시스템의 단계별 평가특성 

- Idea Generation과 Screening 
의 개 시 전 1- Theme Selection 

아이디어， 테마체안| 개별 Theme or Project의 계획검토 
단계， 목표설정， (- 계획에 대한 자원배분문제의 평가 

계획단계) 

다. 평가방법 - OE Model을 사용하여 정량적인 요인은 물론 정성적인 요인까지 

고려한다. 

(1) 접근방법 - 복합론적 방볍을 사용략며 세부내용으로는 결정론적 방볍과 경 

저론적 방볍을 혼합하여 사용한다. 

(2) 평가방법 

(가) Oecision Theory Approach(결정론적 방법 ; 0) 

φ Scoring Method 

(3) Profile Method 

CZ) Numerical Method 

@ Checklist Method 

(b) Economic Theory Approach(경 제 론적 방볍 ; E) 

@ 지표공식볍 

Olsen)캡 , Pacifico볍 , Teal볍 , Hertz법 , Sobelman볍 , Viller볍 , Ansoff볍 

φ 투자이익률볍 

Net Present Value Method, Rate of Retum볍 , Project Index Method, 

Payoff Period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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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평가절차 

(1) 항목설정 : 션행연구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가항목 

양성자사업단에서 사용할 평가항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가존연구를 삼펴보띤 

규법적으로 설정된 평가항목과 탐색적으로 설정된 평가항목이 았으며 그 내 

용은 <표 7>과 <표 8>과 같다. 

〈표-17> 규범적으로 설정된 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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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R&D 
테마 

/과재 

바
빼
 
轉
떠
 

선규성 기술적 요소 
R&D I 
터|마 

/과저l 
시장적 요소 

R뀔澤修 

[l 8] 

연구의 평가원러중 구체적 원리에 따라 투 

변환하면， 하면 다음과 같은 평가항 

이상의 평가항목을 정리한 후 본 

입 (I) 산출(0)항복을 조건， 효과항목으로 

목으로 정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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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9> 규범적 탐색적 평가항목([7]에서 재인용 및 수정) 

1 ;ζr 소항목 

기업지 
기엽지위성(기엽 선용평가시〈템 활용) 

위성 

삶 사회기 사회기여성， 파급효과， 필요도， 요구도， 요 
여성 성，공익성 

• • ←」

청도 공헌도 적합1 
쟁성 

국제경쟁성， 성장성，실용성， 안정성， 국제 
력，확장성 

이들 평가항목은 직접 평가에 활용할 수는 없는 형태이며， 이들 항목을 근거 

로 적절한 평가항목의 정의를 수행한 후에야 사용이 가능해 진다. 

(2) 항목선정 r 샤엽단에세 샤용할 평개항목 

A.에서 제시한 평가항목을 검토， 수정하여 사엽단에서 사용할 평가시스템에 

적절한 범위와 형태로 조정한다-

(3) 71준절정 : 샤업탄에서 샤용할 평7f지준r척도) 

(기) 경제론적 평가법 : 금액 자체가 평가기준으로 사용된다. 

(나) 결정론적 평가볍 

CD 통상 3점， 5점， 7점 등의 홀수차원의 척도를 사용한다. 

2 평가자의 전문성이 높올 경우 7점 척도를 사용한다. 
@ 정보를 가장 효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Magic Number 5-7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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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N 장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엽단”의 기술평가모형 설계 

본 장에서는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에서 설제 사용할 평가모형을 설계 

하도록 한다. 이상적인 평가순서는 먼저 기술의 특성을 파악하여 그 기술의 특성에 

따른 항목설정에서부터 시작해서 평가분석에서 종료해야 하지만， 매 평가마다 그러 

한 절차를 반복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므로， 가능한 기술평가의 절차를 예측하여 정 

리한 후， 그 절차에 따라 일련의 평가를 수행하도록 하며 그 절차의 한 module~ 

가술분류 체계에 따라 분류된 특정 기술군에 대하여 미리 평가항목을 정해둔 평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이에 적절한 평가시스템을 선택하는 평가절차를 따르도록 한다. 

기술평가의 첼차는 평가하고자 하는 기술이 어디에서 나왔는가에 따라 다음의 

두 가지의 절자로 나닐 수 있다. 

기엽처1 에서 특정한 기술개발을 사업단 과제공모에 제안한 경우 

사엽단에서 수행된 연구과제에 대해서 활용방안을 제안할 경우 

첫 번째의 경우는， 기술평가시스템을 활용하여 기술의 기술성 경제성과 제안한 

가엽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제안된 Proposal의 취사여부만을 결정하면 종료된다. 

그라나 두 번째 경우는， 수행결과의 활용방안이 한 두 가지로 제한되는 것이 아 

니라 여러 가지 방볍으로 활용방안이 제안 될 수 였으며， 이 경우 여러 가지 대안 

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한다면， 추후 이러한 아이디어에 대 

한 공모 혹은 연구원 창업에 활용할 수 있게될 것이다. 예를 들면 DB내에 저장된 

기술의 양이 증가될 경우 이들 가술들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여 평가결 

과가 좋은 기술이 있다면 이라한 기술을 공모하여 기업에서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한 방볍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술평가절차를 flowchart료 표현해 

보띤 다음과 같다. 

<그램 21>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기술평가시스템은 그게 가지의 하위시스템 

을 보유해야 하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분류체계 : 제안된 기술의 특성을 파악하여 동일한 특성을 가찬 가술들끼리 

그룹화하는 체계를 말하며 이 체계에 따라 평가채계가 결정된다. 

기술평가체계 : 분류된 기숨에 따라 기술을 평가하는 체계로， 기술의 기술성과 

경제성을 평가하고 이를 총합하여 기술을 평가하는 체계이다. 

기업평가체계 : 기업을 평가하여 기술개발에 대한 선뢰도를 평가하는 체계 

평가분석체계 : 가술과 기업의 결과를 통하여 과제위닥의 여부를 결정하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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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Yes 

위탁과제화 

-----+ 사업단 제안 기술 흐름 

; 기업제안기술흐름 

연구의 범위 

No 

<그림 21 > 제안된 기술의 출처에 따른 기술의 평기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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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기술분류체계 

1. 과제군 평가기준의 의의 

개념모형에서 제시한 “한국통신”에서 사용하고 있는 과제꾼별 평가기준은 사실 

과제꾼을 나누기 위한 기준은 아니다. 다양한 과제를 비교하여 과제군을 형성하 

고 과제군의 특성에 따라 서로 다른 평가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한국똥선 

에서 사용하고 있는 평가모형의 특정이다 

특정 과제가 어떤 과제군에 속하는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변량분석에서 제 

공하는 군집분석 혹은 판별분석을 사용하여 구분해야 한다. 그러나 사업단의 경 

우， 아직 그리 많은 기술 혹은 제품이 나와 있는 것은 아니므로 특정 기술을 특 

정 과제군으로 구분해주기 위한 모델이 필요하다. 물돈 많은 기술과 제품이 나온 

이후 다시 한번 기존의 기술과 제품을 토대로 군집분석 혹은 판별분석을 수행하 

여 새로운 기술분류체계를 만들 필요는 있으나 현재로서는 개념모형에서 제시한 

분류기준에 기술을 매치시키는 체 계를 만들고자 한다. 

2. 과제군 평가기준의 구성 
개념모형에서 제시한 <표-14>에 의하면 사업단 기술분류체계의 l차 례벨 기준 

은 다음과 같다. 이러한 기준에 의해 기술은 <그림 -20>과 같이 구분된다. 

<표-14> 사업단 기술분류체계 1차 레벨 기준 

기술성(혹은 독창성) 시장성(혹은 수익성) 

| 첨단(신규)기술 

i 완전히 새로운 
규기술 

L.-•• L •-

사업창출성 

(Business Generating ) 

1 -사업 창출 1 -사업 강화 
복합(응용)가술 1 , - ,_ .. _ . . . _, 1 

1 ::: ' .~.~~ '-~ ~ I (독자적으쿄 사엽화 1 (다른 사업 혹은 제 
신 I 71 존기술을 응용， | | 

1、 ’ ! 나 제품화가 가능한 |품화에 도움을 주는 
걸합한 기술 1 , , - " '-- 1 

기술기술) 

청단기술성 

(High technology Attribute) 

신규사업형 

과제군 
(2 과제군) 

사업다각형 

과제군 
(3 과제군) 

제풍개랑형 
과제군 

(4 과제군) 

록할기술성 

(Hybrid-technology Attribute) 

성능강화성 

(Com petence Enhancing) 

<그림 -20> 사업단의 실용화과제 특성분류의 유형도 

따라사 기술을 분류하기 위해서는 분류하고자 하는 기술이 첨단기술인가 복합 

기술인가를 먼저 구분하고 그 기술이 또한 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인가 사업 

을 강화하기 위한 기술인가를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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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가 제시한 기준은 분류하였으며 

가. 기술의 선규성과 복합성 판단 

Roussel[22J은 기술을 라이프사이클 상에서 

다음과 같다. 

<표-20> 기술의 라이프사이클상에서의 특정 

경쟁적 예측가농성 실용화 시장우위간 단계 
소요가간 연구 개발 기술 이익 R&D비용 지속기 정도 

도입기 7-15년 매우 낮음 매우 낮음 L71;←조 hL 매우 낮읍 장기 

j 성장기 2-7년 보통하 혹은 L74; 」n1- 즈그IE二 J I그L 보통 중기 이 

성숙기 l 1-4년 뇨i工二 S nL 즈드으- 매우 높음 매우 높읍 l 단기 :ílζ P 

따라서 기술성의 평가 항목은 “실용화 소요기간 “경쟁적 연구개발 정도 “예 

측가능성 “시장우위 지속기간으로 정하며， 이 접수가 높을수록 도입기의 기술이 

며， 동시에 첨단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점수가 낮을수록 성숙기의 

복합기술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드크 
댈각議객 

복합성 판단 Sheet (-21> 기술의 선규성 

(제품명) 
류코ζ 
님 
τc 

뎌울명 

댐 
「==f===

<표 

5 3 1 
n 1 

j ‘F 

쩔느-1=1B 

'" 1노-섣용화 소요기간 

“ 1“ ) . 경쟁적 연구개발 정도 

/ 

、 1 = ， - 1 "-

。

. 시장우위 지속기간 

L반컨: 

짧: 
이상은 첨단기술， 이 테이블에서 0점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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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42점에서 -42점의 분포를 취하는 

하일 경우 복합기술로 판단한다 



냐. 시장의 사엽창출성과 사엽강화성 판단 

이승현， 권철신 [7]은 아이디어를 제도， 기 술 ， 체품， 시스템， 사업화 하는데 펼수 

적으로 평가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표 22> 아이디어의 분야별 평가항목 

분야 | 기술 제품 

자원성 자원성 

비용소요성 1 비용소요성 
인력투입성 인력투입성 

설비활용성 설비활용성 
기술투입성 기술투입성 

시간투입성 시간투입성 

기술성 기술성 

l 기술실현성 """-
기술실현성 

기술우위성 
--~ ‘‘ 

기술우위성 

항목 | 기술파급성 j 기술파급성 

경제성 

시장경쟁성 
투자수익성 

시장성장성 

사엽 

자완성 -기 
비용소요성 1 

인력투입성 j 

설비활용성 「
기술투입성 j 

시간투입성 | 
기술성 
기술우위싱 

기술파급성 

경제성 

시장경쟁성 
투자수익성 

시장성장성 , 
사업가능성 | 

사회성 \ | 

기업지위성 \ " 
사회가여성 I ) 

l굴젠결캘정! V J 

이 연구에서 알 수 있듯이 기술개발에 사용될 아이디어와 사업화에 사용될 

아이디어를 평가할 때 차이점은 기술에서 사업화로 갈수록 기 술적 요소보다는 

경제적 요소를 검토해야 함을 알 수 있으며， 특히 단일 제품 개발에서 다수의 

제품을 개발하여 사업 다각화로 이동할수록 사회성을 중요한 평가요소로 보고 

이 으-으_ o l- 걱二 이 r:l 
/‘入 r그 Z프 E즈 ’ N、 - 1 

선규사업을 창출하기 위한 기술일수록 <표-22>의 하단의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을 것이며 기존제품의 강화 혹은 기술의 개발을 위한 기술일수록 중단의 평가 

항목의 점수가 높을 것을 알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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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3> 기술의 사업창출성 사업강화성 판단 Sheet 

페증명(제품병) 

뉴끓=활콰 

l「 ~4 사업가능성 

J 1 R-l 기업지 
3. 

「 j g 3 국제경쟁생 \ 

)개정수수 l 

최고 42점에서 42점의 분포플 취하는 이 테이블에서 0 점 이상은 첨단기술， 이 

하일 경우 복합기술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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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술평가체계 

1. 기술평가 Sheet 

〈표 19>에서 정리한 평가항목은 내용상 중복되는 사항도 있고 평가가 불가능한 

항목도 존재하여 사업단의 평가시스템에 바로 적용할 수 없다. 또한 정리된 평가항 

목일지라도 평가자의 판정 편이성을 높이기 위해 각 항목마다 정의를 내려 제시할 

필요가 있다. <표-24>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작성한 평가 시트이디 

<표 24> 기술의 기술성， 경제성 평가 Sheet 

필요에 따라 각 세부항목의 총점을 계산하여 추후 평가분석에 활용할 수 있으며 

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수정으로 충분히 가능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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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군 적용의 의의 

개념모형에서도 언급하였듯이， 기술은 고유의 특성에 따라 사용범위， 사용가치， 

사용자 등의 모든 띤이 다르기 때문에 기술을 평가할 때 같은 기준으로 평가한 

다면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없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기 술을 분류하였다. 

가장 이상적인 방식은 각 기술군 마다 서로 다른 평가 체계를 설계하여 기술 

분류 결과에 따라 상이하게 평가해 주는 것이지만 기술의 평가의 대다수 항목이 

정도가 다를 뿐 중복되기 때문에， 개별 기술군에 따른 평가시스템을 만드는 

것은 비효율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술군에 따른 평가를 반영해 주기 위해， 각 

기술꾼에 따라 해당 평가항목에 적용되는 가중치를 상이하게 적용하여 기술군에 

따른 평가를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그 

평가할 때 기술에 비해 

3. 과제군별 가충치 결정 

앞서 예를 든<표-22>를 살펴보면 사업화를 위한 기술을 

서 경제적， 사회적 항목을 평가해야 함을 알 수 있다. 

<표-22> 아이디어의 분야별 평가항목 

서
。
 서。
 서。
셔
。
 
서
。
 

요
 이
너
 용
입
 입
 

에
。
 소
 투
 활
 투
 투
 

만
 용
 력
 비
 술
 간
 

자
 
비
 인
 설
 기
 시
 

기 술 「굽후 
자원성 
비용소요성 
인력투입성 
설비활용성 
기술투입성 
시간투입성 

서
。
 서。
 

위
 급
 

니
O
 
。T 

파
 

술
 술 술
 

가
 지
 기
 

기술성 
기술실현성 
기술우위성 
기술파급성 

기술성 
기술실현성 
기술우위성 
기술파급성 

경제성 
시장경쟁성 
투자수익성 
시장성장성 
사업기능성 

서
。
 
서
。
 
서
。
 

채
u
 이
「
 자
。
 

9
。
겨
。
 스l
 서
。
 

ι”
 장
 자
 자
。
 

캉
 
시
 투
 시
 

동l-.5!.. 
。「

개발하는 단계일수록 기술 또한 <표-25>를 살펴보면 선규기술 혹은 신규사업을 

성을， 응용하는 단계일수록 경제성을 중요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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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필 기 

자원성 J 

tl1 용소요성 l 
인력투입성 j 
기술투입성 1 

시간투입생 

단계별 평가항목[7] 

계획 

자원성 
비용소요성 
인력투입성 
기술투입성 
시간투입성 

탐색 

<표 25> 기숨의 

h관계 

I^t원성 
님1 용소요성 

) 인력투입성 
I 71 술투임성 
시간투입성 

서
。
 
서
。
 서。
 

현
 위
 급
 

녕
 
실
 우
 파
 

술
 술 술
 술
 

카
시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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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시
，
 

동l-.Q.. 
。「

」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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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
 

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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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
 익
 
장
 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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녕
 경
 수
 서O
 가
 

L자
。
 자 자
。
 
어
H
 

캉
 
시
 투
 시
 사
 

l 경제성 
시장경쟁성 
(투자수익성 
) 시장성장성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각 과제군 별 가중치를 부여할 항목은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표 26> 각 과제군 별 내용 및 가→중치 부여 항목 

내받τ二二亡흐촬변;괄돔)] 
기술성 /' 

기술실현성 

구
 

선기술， 초기단계 
1군 

가능탐색형 

혀
。
 

꾼
 샘
 

: 

샌
 

경제성 

• →표잔숫란원챔챔잘) 
J기술성 

l 기술파급성 

j자원성 

섣비활용성，시간투입성 

기존사엽， 응용단계 
3군 

만엽강화형 

4군 

灣지원형 

<표-26>을 근거로 

를 부여하도록 하며， 

가중치를 계산할 수도 

기존기술， 응용단계 

해당 과제군 별 가중치 부여 항목에 대해 적정수준의 가중치 

이를 보다 과학적으로 부여하려면 AHP를 이용하여 항목간 

있으나 평가항목이 많은 경우는 비교가 난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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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군별 가중치 적용 

가. 가중치 적용을 위한 쌍대비교 

가중치를 계산하기 위한 AHP 모형의 쌍대비교를 통하여 항목볍 가중치를 계 
산할 수 있다. 평가항목의 가중치를 계산하가 위한 모형은 <그림 -22>와 같다. 

<그렴 -22> 평가항목간 가중치 결정을 위한 쌍대비교 모형 

각 과제군 η에 대하여 각 평가항목을 쌍대비교하여 평가항목간의 가중치를 

계산하며， 복수 평가자의 쌍대비교 결과를 조합히-여 복수평가자에 의한 평기항 

목 가중치를 계산할 수 있다. 

그라나 비교해야할 평가항목의 수가 많아서 쌍대비교가 난해힌 정우 직관적 

인 가중치 부여를 통하여 가중치를 부여해도 전문도가 높을수록 선뢰도가 높기 

때문에 사용에 큰 무리는 없다고 할 수 있다. 

냐. 작관에 의한 가중치 부여 

평가자의 직관에 의해서 가중치를 부여할 경우， 충분한 Brain Storming음 풍 

하여 각 전문가간의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결정된 가→중치를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가항목간의 쌍대비교수가 상당하게 되므로 이 방볍 

을 사용하도록 한다. 

다. 과제군 별 가중치적용 프로그램 

평가 Sheet에 일일이 가중치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은 비효율적일 수가 있으 

므로 본 평가시스템이 내장될 “양성자기반공학기술개발사업단”의 “통합관리시스 

템에 자동 가중치 부여 프로그램을 내장시켜 사용하도록 한다. 

- 140-



라. 과제군 별 가중치 

사엽단에서 사용할 평가항목의 과제군별 가중치는 브레인스토밍이l 의해 결정하 

며， 추후 문제점 발생 사 보완해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로 한다. 또한 사엄단 과 

제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2군에 대해 우선적으로 결정한다. 

- 선규사엽 형 과제군(2군) 

(1) 신규사업형 과제군에 해당되는 기술일 경우 최우선으로 “기술성”검토를 수 

행하며， 이를 통과한 대상과제에 대해서 경제성 검토를 수행하도록 한다. 

기술성의 평가 후 적정 수준의 점수를 만족하면 자원성을 짐토하고， 마지 

막으로 사회성을 경제성과 통합하여 검토한다. 

섣제는 사회성올 경영익 측면에서는 마케팅에 도움을 주는 정제성의 일부 

로 간주된다. 

(2) 가술개발이 경우에 따라서는 많은 평가항목들 중의 한두가지의 결정작 합복 

들에 의해서 선정되거나 폐기될 수 았다 따라서 다음에 채시하논 기술평가항 

목과 배점을 사안으로 실제 Case Study를 통하여 배점과 적용결과틀 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별로 크게 특정이 없으면서 단점도 별로 없는 보통의 기술틀을 점수 

순서로 나열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3) 일반적으로 기술개발가능성의 확인은 위 항목들의 평점들의 합산으로 추정 

하나 특이한 경우에는 단지 한가지 항목에서도 개받의 불가능이 확인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평점의 합산이 의미가 없다. 

(가) 기술성 

@ 기술섣현성 (50) : 현재 기술개발 주체의 기술개발상태와 향후 기술개발 

가능성으로 요약된다. 

@ 기술개발상태의 확인(아래의 단계 중 1 단계만 선정 )(20) 

이론적인 가능성 확인 여부(5) 

· 유사한 공정 상에서의 확인여부(10) 

· 기초질험으로 가능성 확인여부(15) 

. Pilot Process(대량생산에 필요한 모든 공정상의 인자들을 확인하는 

공정)성공여부(20) 

당 기술개발 가능성의 확인 (3이 

· 전체적 인 공정도 수립여부(전체공정의 Compatability 포함)(5) 

. 애로기술과 대처방안 확인 (10) 

· 주변기술 확보방안 여부(5) 

· 기타 기술개발 가능성 입증자료(5) 

· 개발예상소요기간(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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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우위성 (30) : 기본적으로 현재 상용화되어 있는 기술 또는 다른 주체 

가 개발중인 것으로 알려진 기술과의 미교플 필요로 하 

며， 공정상의 경제성을 포함한 대부분의 주요항목뜰이 

고려되도록 한다. 

@ 기술의 첨단성 

· 시장에서 볼 수 없는 혁신적인 기술이다(5) 

· 특허 또는 미공개의 기술을 기반으로 고도의 기술 또는 장비를 요함 

으로 모방이 불가능(8) 

9 기술의 향상성(기존기술과의 비교)(17) 

· 성능 품질상의 향상척도(7) 

· 공정의 개선정도(3) 

· 사회적 수용성의 향상도(소비자 보호-안전성， 편의성， 환경친화성， 내 

구성， 규격 등에서의 비교(7) 

@ 기술의 파급성 (20) 

@ 연구개발에의 기여 (10) 

· 연구개발의 학술적 의의 

· 후속연구개발에의 기여 

· 타 연구개발분야에의 기여 

9 기술의 파급효과(10) 

· 기술의 추가활용분야 

· 기술/제품의 지속적 개선가능성 

(나) 경제성 

신규사업형 기술개발에서는 거의 동일한 역할을 하는 기술은 시장에 존 

재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는 기술을 대체해 나가는 

시장수요와 공급 추진력이 있는 가가 관건일 것이다. 

경우에 따라 시장의 유통구조에 의해서 시장진입가능성이 결정적인 요인 

이 될 수 있다 

매우 예외적으로 시장에서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기술의 경우에는 시 

장경쟁력은 무의미하며 수요를 창출하는 시장성장성에 평가비증을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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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경쟁력 (30) : 

@ 기존 기술/제품과의 비교(가격， 용도， 품철， 등)(10) 

9 유통구조 및 수요자 구매 형태에 따르는 시장 진입가능성( 10) 

@ 공급 LOGISTICS 상의 비교(수입대체， 공급안정성， 등) (5) 

랜 기술/제품의 구조적인 독과점 가능성 (5) 

￠ 시장 성장성 (20) 

@ Life Cycle상의 위치 및 기술/제품의 예측 수명기간(5) 

g 판매대상지역의 현재시장규모 및 성장가능성(10) 

@ 시장수요의 안정성(위험요소 분석 )(5) 

@ 투자수익성 (50) 

@ 실제로 투자수익성을 평가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술/제품의 시장경쟁력 

과 관련 기술/제품의 시장성장성이 반영되는 매출액과 기대이익이 산출 

되므로 사장경쟁력과 시장성장성을 중복으로 반영되는 셈이다. 동일한 

경제성을 정성적인 평가와 정량적인 평가 또는 상대평가와 철대평가로 

나누어 수행한 후 합산함으로서 편향된 평가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으로 다른 평가항목뜰이 양호할 경우에는 투자수익성이 최종적인 

판별기준이 될 것이다. 

9 투자수악성은 NPV(Net Present Value)와 IRR (Intemal Rate of 

Retum)을 산출하도록 하며 평가기준을 벤쳐기엽에 적합한 수준으로 전 

문가들의 자문을 받아 추후에 결정한다. 

@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개발되지 않은 기술을 대상으로 투 

자수익성을 산출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이며， 여러 가 

지 가정을 거쳐 자료를 만든다하더라도 선뢰성이 부족한 결과를 얻는데 

과도한 노력과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따라서 투자수익성을 산출하 

기 위한 자료를 약식으로만 추정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경제성은 추정 

하되 시장경쟁력과 시장성장성으로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다) 자원성 

기술성과 경제성에서 겸토결과가 만족스럽다변 자원 측면에서의 설현가 

능성을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자원성은 자원의 지원가능성과 자원배분의 

상대적인 타당성을 동시에 입증할 필요가 있다. 

설용화 기술개발의 추진여부틀 결정하기 위하여 자원성을 검토할 경우에 

는 기술성이냐 경제성과 달리 검토의 대상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원에 한 

정할 것인가 아니면 설용화 결과인 사업전반의 자원성을 총괄적으로 검토 

할 것인지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사업 주체가 될 협력기엽이 불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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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경우， 또는 기술개발 결과의 예측이 어려워 사업계획 수랍에 문제가 있 

을 경우에는 사업 전반의 자원성을 검토할 자료가 부족할 것이다. 따라서 

소규모의 기술개발의 경우에는 기술개발의 자원성 검토로 한정함이 적절할 

것이다. 그려나 대규모의 기술개발비용이나 사업비용이 펼요할 것으로 예 

상될 경우에는 당연히 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합리적인 검토작엽이 필요할 

것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기술개발의 검토단계에서부터 예약된 협력기엽을 

확보하던가， 아니면 기술성과 경제성을 기반으로 소요되는 자원성을 만족 

시키는 협력기엽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Marketing 이 이루어져야 할 것 

이디. 대규모의 투자가 필요하면서도 검토대상이 되는 사엽계획의 수립이 

어려울 경우에는 사업계획 수립에 필요한 단계적인 기술개발의 추진도 고 

려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본적으로는 사엽전반의 자원성올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설제 적용에 있어서는 융통성을 가지고 펀실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표-19에서 제시된 자원성의 항목들인 비용， 인략， 설비， 기술 및 시 

간 측면의 검토항목들은 상당 부분 기술성의 검토에사 내용상으로 이마 다 

루어 졌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기술파 시간의 투입성을 다시 중복해서 검 

토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용 인력 및 섣바의 투입성은 사염계획 

의 건전성과 재원 조달가능성을 확인하논 관점에서 재검토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비용소요성 (40) 

@ 연구개발비의 소유규모 및 적합성(10) 

9 사업 자금의 소요규모 및 적 합성 (20) 

핸 자금조달방안의 현설성 (10) 

@ 인력투입성 (30) 

@ 연구개발 인력의 적정성 및 푸입가능성 (10) 

@ 사엽 추진인력의 적성성 빛 투입가능성(10) 

@ 사업추진조직의 효율성 (10) 

GIl 설바활용성 (30) 

@ 연구설비계획의 구처1 성 (10) 

@ 생산설비계획의 적정성 (20) 

<표-27>에서 <표 29>는 기술성 경제성 평가를 위해 작성된 <표一24>를 기반 

으로 하여 평가항목의 토의와 신규사엽형 과제군(2군)에 대한 가중치를 결정하 

여 부여한 평가 Shee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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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8> 선규사업형 과제군 경제성 평가 Sheet 

기슐명(꽤폴명) 

분류코드 

구분 비고 

가격， 용도 품철 등에 대한 비교 

유통구조 및 수요자 구매형태 고려 

수업대체， 공급안정성 등 고려 

기술/제품의 구조적인 독과점 가능성 여부 

NPV(Net Present Value)와 

IRRUntemal Rate of Retum)을 

산출하도록 한다. 

ILife cycle 상의 위 치 및 기 술/제 품의 예 
Jtl- I 뼈혹 수명기간(5) , 씨 

2-3 시 ~I I I측 수명기간 고려 
성장성 l현째시장규모 및 성장가 I I판매대상지역의 현재 시장규모 및 성장가 

(20) I 능성 (1이 ~능성 고려 
시장수요의 안정성(5) 위험요소 분석 ~I 

X 점수 l l , / 
\ /.;-- 작，\ 앙 

<표-29> 신규사업형 과제군 자원성 평가 Sheet / 

「기슐명(제폼명) /육 L I /' 

L분류코드 、 \ I / • ./ 

1 구분 ‘ 1 점수 l 에f' 버고 \ 
!' 연구개발비의 소요규모 '" 간 I \ \ 

및 적합성(1이 I I I \' 

소요성 l적합성(20) l l 「「 r : • π 
(40) I 짜급조닮방안의 현싫성 

l(10) 
3. I 연구개밟 인력의 적정성 

자 I 3-2인력 빚 투입가능성(10) 
원 I __ ... IAf업후ξ!인력의 적정성 

) 루압성 니 
서 ( 빛 루입가능성(1이 
。 (30) 매몹추진조직 의 효율성 

(10) 
3-3설비 )연구얼비계획의 구혜성 

내10) 
활용성 돼손 

댐산얼비계획의 적성성 

j I (30) 내20) 
접수 

쳐수 

기폰기슐/쩨폴과의 비교 

2-1 시장1(10’ 
경쟁성 l 시정· 진입가능성(1이 

(30) 1공급 Logistics 비교(5) 
2. I l 혹과첩 가능성(5) 
경 1 2-2 후자 l기대 매훌맹(25) 

l 스~Ol ，서 j 

제 j 1「。 /기대 수익(25) 
성 (50) I 

//II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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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V 장 결과 

제 1 절 연구의 성과 및 의의 

1. 연구의 성과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제품의 기술성은 물로 경제적 기대효과륜 고려하고 필요 

에 따라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기술의 타당성 조사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평가시스 

템의 개발이었으며 특히， 상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에 대하여 투자를 결정 

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 

로 적절한 수준으로 선속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할 평가시스템 

의 목적이었다. 

이 목적에 따라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주요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젓째， 기술/제품의 기술성은 물론 최소한의 범위이기는 하지만， 경제적 기대효과 

들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경제성 검토를 포함한 기술의 타당성 조사까지도 수행할 

수 있는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둘째， 상용화를 대상으로 하는 기술개발에 대하여 투자를 결정하는 각 단계에서 

필요로 하는 타당성 조사의 일환으로 기술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적절한 수준으 

로 선속 정확하게 수행하는 것이 본 연구에서 개발할 평가시스템을 개발하였다. 

2. 연구의 의의 

이상과 같이 얻어진 성과를 근거로 한 본 연구의 의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대부분의 기술평가모형에서 평가를 위한 기초 데이터로 과거의 실적， 혹은 

과거의 수익 등과 같은 데이터를 요구하는 반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평가모형에서 

는 과거 데이터가 없다고 할 지라도 평가가 용이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1 rL 
Aλ 「

둘째， 기존의 평가모형이 각 평가기관의 경험에 의해 설계된 반면， 본 연구는 다 

양한 선행연구의 평가원리 및 평가모형 설계의 논리적인 개념모형을 설계하여 추후 

평가모형 개발에 대한 출발점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또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 

다. 

셋째， 기존의 모형이 평가자의 전문성을 고도로 요구하는 평가가 난해한 모형인 

데 반하여 본 평가모형에서는 구체적인 평가항목과 함께 평가항목에 대한 설명을 

첨부하여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평가가 용이한 모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기술평가가 기술성 및 경제성만을 분석한데 반해 본 모형은 

최소한의 범위이지만 경제성은 물론 기업의 선뢰성 및 타당성까지 고려할 수 있는 

모형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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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한계 및 과제 

1. 연구의 한계 

첫째，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정밀평가 방안을 기본방안으로 수럽하고， 탐색연구 

단계， 시제품개발단계， 상용화 단계를 겨냥한 평가방안을 기본방안에서 추출하도록 

하였다. 

단계별로 추출된 평가방안들에 대하여 Case Study를 통하여 적용가능성윤 검 

토하고 문제점의 보완을 추진하도록 하며， 섣제 적용 시 제안자들이 선속하게 작성 

가능토록 표준화하고 정량화하도록 하였으나， Case Study에 활용할 사례가 부족하 

여 본 연구애서는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점이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둡째， 평가해야할 항목으로는 크게 기술성， 경제성 평가 타당성 평가를 섣정하고 

이애 따라 평가항목을 구성하였지만， 경제성과 타당성의 경우 기숨을 평가하기 위 

해 최소한의 고려사항을 평가항목에 반영하여 경제성과 타당성을 모두 고려할 수 

있는 완전한 모형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점이 또한 본 연구의 한계라 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는 개념단계의 연구모형으로 사업단 전문가 및 71 엽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못하였다는 점 또한 한계점이라 할 수 있다. 

2. 연구의 과제 

이상에서 검토한 연구의 한계점을 토대로 추후에 연구되어야 할 과제를 살펴보띤 

다음과 같다. 

첫째， 보다 많은 사례를 수집하여 사례연구를 수행하고 적용기-능성올 짐토하며 

문제전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섣제 적용 시 제안자들이 선속 정확하게 평가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둘째 ， 기엽의 타당성의 경우 그 하냐만으로 거대한 모형이 될 수 있으므로， 추후 

선용평가기관， 혹은 전문가들과의 협동연구를 통하여 기엽의 타당성 평가를 독립적 

으로 수행할 수 있는 모형의 개발이 시 급하며 이러한 연구는 2차 년도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셋째， 개발되는 기술의 특성에 따라 기술성 혹은 경제성보다는 기술의 마케팅적 

측면이 더 급한 기술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평가모형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는 3차 년도 연구계획에 포함되어 있다. 

넷째， 1, 3, 4군에 대한 가중치 부여를 수행하지 못했으므로 전문가의 의견 반영 

과 함께 과제군에 대한 가중치 부여가 본 연구의 추후 과제라 할 수 았다. 

마지막으로， 기술과 기엽의 평가모형에서 나온 평가점수를 가지고 이틀간의 

Trade-off 관계의 분석 혹은 이들 점수에 의한 2차 적인 평가분석을 통하여 보다 

정밀하고 합리적인 기술 및 기업의 종합평가룹 가능하게 하는 모형이 개넬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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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 역생 



1) .. t11 온 (N)주업댐 의한 인조 다01 아몬드 발색 

열처리 전 열 처 리 후 (600C ， 2hr in Ar) 

“ 

‘ 

인조다이아는 크기가 작으며 불순물(주로 B)의 영향으로 약간 

노란색을 띠는 특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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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온주입된 천댐 다Q10h똥E의 님H eJ λ써 
공/르 「 

이온주입 다이아몬드(흑색) 
(N+ 이몬주입 후 
600 C 2hr in Ar 분위기 ) 

혹 다이아몬드는 자연상태로는 보르네오 

:섬 에서만 채광되는 것으로 한 때 선호도가 
.높았으나 현재는 시장성이 그리 높지 

ιι'V않은 것으로 조사 될 

생im&~’‘” mWf::'iι ;ι、
…깡~，~~@:n 

탈색 다이아몬드 

(N + 이온주입후 
600 C 2 hr in air) 

질소이온 주일 후 불 균일한 흑색을 띠는 다이아몬드를 Ar 분위기메서 
했을 뻐 균일한 흑색으로 변했으나 공끼 중에서 열처리했을 때 뭔래의 

열처리 

색깔로 탈색되었다. (흑색 다이아의 중앙이 다른색으로 보이는 것은 현미경광 

반사 때문임 육안과는 무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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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론CN얘주잃에 의한 사따01 어 

(70 keV) 

• 155 -

t:I ~ AIl 
E르 -, 



41 ;01 온~Nt}주、입 어| 외 한 *정 
(70 keV) 

- 156-

날}人H 
= .-' 



f장과혀후기정711( C l, 'd]꽁마 j τ 
1 카 • • 녁 보고서종류 ( 연구브그I 서 
[ 비띨여부 l 대외 111 ( )' 1 답비만 

연구위탁기관 l 계약 번호 
←← ←」←

l 초콕 05-20줍내외)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사엽단에서 개반하는 기술을 산엽체에 잔담하여 기술의 경제식 

성과플 단성하도룩 하는 기술 진파장구로서의 역함고} 이 파정에서 받생하는 기숭권의 

거래룹 웬활하게 하기 위한 기술시장 운영에 관떤된 야 21 가지 휠동은 수행하는 갯이다 { 

실용화 추진 모텔 

- 전략반도체 심용화 타당성 검토 결파 l 

1 기순평가체계 

1- 빔 조사망밖에 의한 보석 발색기술 개발 l 
기존 이온법 조사장치 운전보수 및 빔 진단시스템 보완 내용 l 

「주체f칭카휘 트 I • •••--•• •• ←←기 

매닫얀밴L--」 i 
j 산엽화 모델 기술평가체계 보석 발색기술 이온빔 조사장치 전 j 

력반도체， 타당성 l 



The objectives of this R&D project are as follows 

First , tTansfelTing devcloped technologies to ouLside companies and operating 
jtechnoJogy market to vitalize technology transactions, 

Second, developing commercial application project 잉 to transfcr technologies 
Icommercial purposes and to solve interface problems in commercial applications, 

Third, cnhancing commercial utilizations of developed accelerator and beam 
iutilization technologies , 

Finally. preparing infra하ru따res for the development of over 30 venture
I businesses based on achieved technologies through the Proton Engineering Frontierl 

I Commercialization Model, Technology Evaluation System, Gem coloring technology, 
lon-8eam Irradiation Facility, Fast Switching of Power-Semiconductor, Proton 

rradiation, Commercial Application Cen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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