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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훨격'11 연;뽕 1
口 원자력분야의 기숨혁신 성꽁사례 조사

O 경수로형 핵연료피복관 기술개발 사례
F •-.‘ /

- 성공요인은 외부관리를 통한 보완자와의 협력 및 내부 연구인력의 역량강

화/ 장기 기술 생명주기에 따른 안정적 기술개발지원/ 기술신뢰성 획득과

수율 향상올 통한 상용화가 주요 요인임 f • YUj
0 천연생약복합조성물 혜모힘 개발사례

- 성공요인은 창의적 연구자/ 파E너 기업의 경험과 적극성/ 연구소 지원이 적

절하게 이루어진것이 주요 요인임 /

디 기술혁신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사항

。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은 기술적 신뢰는 물론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신

뢰 확보가 중요

O 향후 원자력연구원에서 상업화 성공 사례룹 더욱 많이 칭·출해내기 위해 연

구소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노력 요구 및 챔피언으로서 연구자 양성을 정

책적으로 고려할 펼요가 있음

색 인 어
한 글 기술혁신/ 핵연료 피복관I 가치네 E/ 헤모힘/ 제품챔피언

(각 5개 이상)
영 어

technology innovation, nuclear fuel cladding tube, value net,
I-!~moHim， Pl'9duct champion



문0 1:-.요

기술혁신 사례원자력연구원

표L..,I . 제

목적01
.An. 연구의 필요성

口 원자력연구원의 혁신역량을 21세기 신 성장동력화 하기위한 기술혁신 과정 발굴

。 원자력 산업 및 관련연구는 발전부문 만이 아니라 방사선의학/ 농학/ 식품/ 생명

동 광범위한 비발전

- 발전부문의 경우/ 원자력은

팔요성가.연구의

부분을포함

국내 총 발전량의 40%이상븐 차지

·2000년 기준으로 유연탄 발전 대비 1조 673억원， LNG 발전 대비 6조 3，514억

원의 에너지 수입절감 효과가 있옴

- 비발전 부문은 발전 부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있으며f 특히 의료와 농업/

식품 등애서 많이 활용되고 있음

목적나. 연구의

口 원자력분야의 기술혁신사례를 분석히-여 기술혁신 과정의 성공요인 파악

。 발전분야의 핵연료 피복관괴- 비발전 분야의 헤모힘 개반 분석

디 원지력분야와 관련된 미래 기술혁신 정책 수립에 기여

원자력은 타 기술 분야보다 기술개발 기간이 길고 싱용화에 따른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특정이 있음

。 군사적 · 정치적 사용이라는 현실과 원자력의 안정성 문제틀에 대해 일반적인 소

기숨혁신 성공사례 검토를 통

도움을 주고자 함.

대표적인

수립에

비제품을 제조하는 기술과는 상이

O 이러한 차이점을 고려하여 원자력분야의

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미래 기술혁신정책



m. 연구의 내용 및 범위

디 기술혁신 사례연구를 위한 기초개념 및 아론에 대한 고찰

。 기술혁신에는 일반적으로 선진국형과 개도국형 두가지가 있음

- 선진국형 혁신 패턴은 유동기의 제품혁신이 먼저 발생하여 신제관이 칭출되고/

공정혁신을 통해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과정을 거침

- 우리나라와 같은 후발개도국은 역행적 엔지니어링이라는 방식을 통해 성장하였

는데/ 즉 정회.(성숙기)에 이른 기술을 이전받아 습득/ 소화/ 개선하고/ 이를 바탕

으로 축적된 기술역량을 토대로 변환기에 이른 기술을 이전받게 됨

。 폐쇄형 혁신에서 개방형 혁신으로의 패러다임 변화

- 개방형 기술혁신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음

·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올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

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t안으로 열린 기술혁신I

I밖으로 열린 기술혁신/으로서/ 내부에서 개발된 기술올 의도적으로 외부로 내보

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의 가치룹 제고

口 원자력분야의 기술혁신 성공사례 조사

。 경수로형 핵연료피복관 기술개발 사례

- 기존 선진기술올 습득하고 발전시키는 추격형 기술혁신이라는 점과 수명주기가

긴 산업재의 사업화라는 점이 특정임

。 천연생약복합조성불 헤모힘 개발사례

- 기존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대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선진형 기술혁신이라는

점과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는 소비재의 사업화라는 점이 특정임.

N. 연구결과

역량강화/ 장

수율 향상을

O 경수로형

- 성공요인은

口 원자력분야의 기술혁신 성공사례 조사

핵연료피복판 기술개발 사례

외부판리름 통한 보완자와의 협렉 및 내부 연구인력의

기 기술 생명주기에 따른 안정적 기술개발지원/ 기술신뢰성 획늑과

통한 상용화가 주요 요인임‘



。 천연생약복합조성물 헤모힘 개발사례

- 성공요인은 창의적 연구자/ 파트너 기업의 경험과 적극성/ 연구소 지원이 직절하

게 이루어진것이 주요 요인임.

口 기술혁신 성공사례 분석을 통한 주요 사항

O 원자력분야의 연구개발은 기술적 신뢰는 물론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신뢰

확보가중요

。 향후 원자력연구원에서 상업화 성공 사례를 더욱 많이 창출해내기 위해 연구소

기업의 성괴플 높이는 노력 요구 및 챔피언으로서 연구자 양성을 정책적으로 고

려할 필요가 있음

V. 결론 및 시사점

口 원자력 연구원의 연구역 량 강화 방안

G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관리의 개선

- 혁신 챔피언으로서의 연구자의 특성 발굴 및 연구 인력의 암묵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강구

。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관리 개선

- 기술사업화 촉진을 위한 사업관리의 개선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창의성 발현을

위한 조직 및 연구팀 운영 개선 모색이 선행되어야 함.

O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관리 활성화 요구

- 외부관리 활성화는 새보운 기술혁신 모형으로 주목받는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나가는 것으로써/ 내외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헥신윷 추구하고 시장

수요를 반영하고 수요자와의 협력을 강화해야 함



Abstract

The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what key success factors (KSFs) of

technological inn。、ration in KAERI are, and to suggest how these findings

are utilized for KAERI. In order to achieve these goals we have employed

case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 and literature review. And there

are two fields of research in KAERl; one is nuclear energy-related

research, the other is non energy-related research. The former is 'nuclear

fuel cladding tube' which is an industrial product and being regarded as

catch-up (or imitative) mode of technological innovation; the latter is

'HemoHIM', herbal composition of health functional food, which is

consumer goods and regarded as creative (or innovative) mode of

tec1mological innovation.

We found some KSFs in these two research and development cases in

KAERI: firstly, to train researcher to be a 'product champiOIγ who can fill

in the gap of 'death valley' between pure research and commercializati01기

secondly, to build researchers' competency in order to catch up advanced

countries'technological competencies thirdly, to amend institutional rules

and regulations for commercializing processes of R&D outcomes,

notably 'R & D joint venture by Government Research Institute (GRr) and

private sector' fourthly, to enhance the capabilities of external

management for researchers' technological innovation competency. And

finallYI we recommend using successful R&D cases as educational

materials when training young researchers for sharing old generations'

experiences and tacit 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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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I 1 장 서 로

제 1 절 연구목적 딛}
~ 연구내용

우리나라는 21세기 새로운 신성장 동력올 마련하기 위한 노력음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출연연구소는 혁신역량플 구축하고/ 이렇게 구축된 기

술역량을 기반으로 사엽화하는 두 가지 미션을 갖고 있다.

1959년 설립된 원자력언구원은 국내 최초의 국가 원자력 전문연구기관으

/-‘ ;;:z.‘
T낀:

21세

개발 등

해수의

연구개발로

확대로 국가 경쟁

국산화/ 세계적

대한 지속적인생산기술에원전r 원자력수소

~
'-

로서 원자력 개발올 통한 기술자립과 다양한 연구영역의

력 강화에 많은 기여룹- 해왔다. 중수로·경수로 핵연료의

의 연구용원자로 t하나로I의 설계 및 건설/ 한국표준형원전(KSN리의

국가 원자력산업 발전의 이정표가 되었다. 또한 원자력연구원은

담수화가 가능한 일체형원자로 SMART, 경제성과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헝:상

시킨 제4세대

기륜 대비하고 있다 그리고 양성자가속기를 통한 연구영역 획-대와 방사선

λ1,농학/아니라 방사선의학/관련연구는Q.l
A산업원자력

이용기술 개발로 원자력기술의 산업화에도 노략하고 있다

발전부문 만이

수입절감

배출 저

의료와 농업/ 식품

있다. 발전 부문의 경우/ 원지

있다 2000년 기준으로 유연탄

있으면/특히

기후변화협약 대응에 기여하는 효과도 지니고 있다 비발치

부문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갖고

려요--, -L-

거두어

부문은 발전

품/ 생병 등 광범위한 비발전 부분을 포함하고

국내 총 벌-전량의 40%이상을 차지하고

발전 대비 1조 673억 원， LNG 발전 대비 6조 3，514억 원의 에너지

효과가 있다. 또한 유연탄- 발전 대비 2，878만 탄소 톤의 이산화탄소

감효과들

등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원자력분야의 기술혁신 성공사례로 발전분야의 핵연료 피복관

과 비발전 분야의 헤모힘 개발올 분석하여 기술혁신 과정의 성공요인을 파

고

악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원자력은 타 기술 분야보다· 기술개발 기간이 길

상용화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특정이 있다. 또한 원자력의 군사적/

정치적 사용이라는 현실과 원자력의 안전성 문제 등이 민감한 사회적 쟁점

이라는 점 때갚에 일반적인 소비제-품을 제조하는 기술과는 다트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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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사례를

수립에

대표적인 기숨혁신

기술혁신정책

원자력분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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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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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는 원자력연구원이 추구할 1상향을 기술혁신 수준을 높이고 기술을

사업화하는 두 가지로 보았다. 이를 중심으로 2X2 매트릭스를 통해 사례

연구에서는

본

기

두가숨의 현 위치를 파악하였다. 이 같은 유형으로 토대로 본

지 사례룬 심층 분석하고자 한다.

사례: 기술혁신과 기술사업화<도표 1-1> 원자력

t ‘ xT i!:

웰또J항:끊혐

연구원의

「삐찮
.，。

기술혁신 사려l 연구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본 보고서의 윈자력

고대해이론에口1
A필요한 기초개념위해서다. 첫째/ 기술혁신 사례연구를

료피복관/ 방사선분야 사업화 성공·사례블 다루었다. 셋째/ 기술혁신 성공사례

얻은 시사점을 논의했다.

본 사례연구름 위하여 실제로 기술개발에 참여한 연구원들을 심충면담 했

문건윤 분석하였다. 심층면담은 대전 원자력연구원 곽제회의실에

서 2007년 10월 10입 오후 4시긴- 동안/ 그리고 11월 7일 오후 4시간 동안 진

연구개발 책임자

핵연여기에는조사했다기술혁신 성공사례루찰 했다. 똘째/ 원자력분야의

연구결과를 똥해

으며/관련

핵연료피복관과 헤모힘행되었다. 면담에는 원자력연구원의

침-가했다연구원이기술징책팀연구개 발지-들과 원지-벽 연구원참여과저l드
。

E-1 ;>:,]..n 。

내부자료와

E냐·‘C↓
디 。사장과 원지-력기술사업화 센터의

원자력연구원의이외에심층떤단

끼/

」

선바이오텍의

변담했다. 이러한

관련 문헌을 분석하였다.

연구자 면담이후

추가로프득」깅」
。 E



발전과정과 현황한국원자력연구원의절2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발전과정1.

<도표 1-2>와 잔다.요약하면 다음발전과정을한국원자력연구원의

발자취성장의한국원자력연구원1-2>〈도표

(-%
·3
)

원
지
럭
연
구
소

1950년대

1960년대

기
술
자
립

기
술
고
도
화

기
술
셔

('75， 10 운리，실립〉

한국전럭기슐

람!힘시

;nT문밍r 실립〉

를’전뭔지럭연료 주식회시

•
('902) 독힐 실립 |

--I----------~--- ------------
한국힌지틱

안전기는현

깅ah

릭

소

떠
힌
뺀
변

1970년대

(‘97,’ 독립실정)
한국수릭엉자킥(주)

，-----~--- ---------원[J르L:한갈;Jj 슐

자료:연구소

투설윈자럭

-!14 냥’조

내부자료

(’ 90, 9)
무실

흰지럭흰몽

관리센터

('02.9)
무실

원자럭

의학월

(’8 1.1)

’ 흔i죽
1980년대 | 에녀 };I

| 연구소

I(명칭변경)

('90 I)
한국

월지럭

연구소

(명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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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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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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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기 만전기/

핵심역량 강화기

사건윤드E 。
T ""l..J..

p]
.A개소

위한

기숭관련

구분된다. 원자력연구소

원자력기술 선도룹

원자력발전과정을

네 단계로

이
「

원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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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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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발전 (1959 -1972)

기술자립 추구(1973 -1989)

개소 및 초기

통한 역량 강화와

원자력연구소•

추진기 (1990 - 2000)

위한 핵심역 량 강화(2001 ~현재)

q
]

고도화

선도를

기술협녁을

원자력기술

원자력기술

•

•

•



2. 한국원자력 연구원익 현황

(가) 주요 임무 및 기능

한국원자랙연구원은 2006년 12원 개정 · 공포된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

연구기관 등의 섣렘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J (이하 과기분야 정출연법)

이 발효됨에 따라 2007년 3월 27일부터 과학기술부 직할기관에서 연구회 산

하 기관으로 소속을 바꾸게 됐다. 이에 따라 1973년 제정된 「한국원자력연

구소법」 은 33년 만에 폐지되고/ 기관의 명칭도 /한국원자력연구소/에서 I한

국원자력연구원/으로 변경됐다.

원자력 관련 떤구개발 엽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으로 지금까지 정

부의 직접적인 지원 및 관리륜 받이-온 한국윈자력연구원은 과기분야 정출연

법의 개정에 따라 197B 정부출연 연구기판과 함께 연구활동 지원 전문조직

인 연구회의 판리를 받게 된다 한국원지역연구원은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사

회적 파급효과가 큰 거대과학기술 분야 연+를 관장하는 공공기술연구회에

소속되게 됐다.

〈도표 1-3> 원자력연구원의 주요 임무 및 기능

O 원자력 기초 · 기반기술 연구 · 개발

- 가속기/ 양자굉학/ 연구로 이용기술 등

。 원자로 · 핵연료 주기 관련 연구 · 개발

- 미래형 원자료/핵연효/핵비확산성 핵연료주기기술/원자력안전연구

。 방사선 응용과학 연구개발

- 농업/ 공업/ 식품/ 생명과학 등 RT 관련 연구

。 원자력설비 및 환경 안전성연구 · 개발

。 원자력 관련 대형연구시설 개발 · 운영

。 원자력정책연구 및 과학기술-분야 천문인력 양성(원자력분야 포함)

- 4 -



발전비전중장기(나)

비전한국원자력연구원의<도표 1-4>

산/한/、먼 렵를먼구

왈:설호}

국가결샘럭 저|교를 무|한

국저|협럭연구및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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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사업

<도표 1-6> 주요사업

1 중소형 일제형원자로기올
ε 액 til급 ~로끼|달

3 미래혐핸연료기슐

4.꽁스로흥싣행핸연료기?

5‘DUPle핵면료주키기옳

|‘'gf자공한71술

Z 원A}획재료기술

j，쩍자료처1 ~a구육

4，원자럭 산업용 로못개발

5 면구로미흥기쩔

1‘사잘후 핵연료프면| 미월71슐

2 고준우l펴171 플 처분기울

3，잠수영 핵즘 소멸치리기용

4.방사화학키훌

1.가통원진 성능힐샅

t';，치세대 원자로영계겁윷

3‘원진 주기쩍 만전성 몽:;I f

4，표증핀전용· 가|당연료

1 ，원진 안진성 힐상 연구

2 원자력앓수혁싫펌

3.홉대사고실힘

| 동위원소싱삼/미용71

2.방사섣 식풀/잉염공학Ji 즐

-'.방사선환경 방호키필

4‘방사선으|학기술

I 5.빙시견 의료기기 산’겁효f71 :;;r

• 한전원자렉연료주식회사

한전원자펙연료주식회사(KNFC)는 한국전렉공사의 자희사로 원자력연료의

국산화와 원자력연료 주기기숨 자립을 위하여 1982년 설립한 국내 유일의

원자력연료 설계 및 제조 전문회사이다， 1989년부터 원자력연료를 생산하기

시작해 그동안 국내 원자랙발전소에 소요되는 원자력연료를 전량 생산 · 공

급하였음은 불-론/ 원자력연료의 설계와 세조기술의 국산화 성공/ 개발 등 20

년의 역사 속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거듭해왔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경수로

용 원지-핵연료와 중수로용 윈자력연료룹 생산하고 있는 회사이다. 현재 경수

로연료 연긴- 400톤-u， 중수포연료 연간 400톤-u 생산시설에서 연료를 생산

하여/ 국내의 경수로 원자택발전소 1671, 중수로 원자력발전소 4기에 필요한

연료 전량을 공곰하고 있으며/ 동 회사의 공급 연료로 국내 총 발전량의 약

40% 에 달하는 전랙음 생산하고 있다.

(마) 윈자력연구원의 주요 관린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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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

한국수력원자력(KHNP)은 2001년 4월 설립한 한국전력공사 계열의 발천회

사이다. 전력산업구조개편에 따라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

설립되었다.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전력산업구조개편촉진에 관한 법릅/

에 따라서 한국풍부발전(주) .한국동서발전(주) .한드lf남동발전(주) 한국남부반전

(주).한국서부발전(주) 5개 회사와 함께 2001년 4월 2일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분리·섣립되었다. 1978년 건조한 고리 1호기에서 한국 최초로 원자렉윤 이용

한 전기륜 생산한 이후 원전 1871 와 화천 등지의 107R 수럭발전소른- 운영하

여 한국에서 사용하는 전기의 약 40%를 생산하고 있다. 주요 사업은 전녁자

원 개발 발전 및 이와 관련되는 사업에 관한 연구 및 기술개발과 부대사업이

다.

경수로와 비등수로로 나눠 본 세계 3세대 원자로를 살펴보면 다음 <도표

1-7>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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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1-7> 경수로와 비등수로로 나눠 본 세계 3서|대 원자로 。12J
ξ극 C그

경수로 비등수로

국가(회사} 한국(한수원) 프랑스(아레바) 일온(미쓰비시) 러시아(ASE) 미국(웨스팅하우스) 일온(도시바) 미국(GE)

원자로 APR-1400 EPR-1600 APWR플러스 WER-1000 AP-1000 ABWR ESBWR

용량 140만kW 160만kW 170만kW 미획인 100만kW 135만kW 160만kW

핀란드

롤킬루오토

건설 중 신고리 3호기， 대만 롱댄(龍門)

원전 3·4호기 프랑스
‘ -

1 • 2호기
‘ν

플라망빌
、

Jo,j ~'

3호기
’ r. t

"/ 일본

() 가사와자키

-~“‘가동 중 .--- 가리아

“"""~→조<-<-0--ζ 二~원진 6·7호가，

『흐「‘노
...=.-

하마호카 5호기*
/~ 덕j 시가 2호기

미국 톡자개발.
」 ’

컵버스천 미국 그러나 2007년
미국 GE의

비고 엔지니어링 독자개방 웨스팅하우스 독자개발 뭐|스팅하우스의
도움으로 개발

독자개발

지원으로 지원으로 개발 경영권은 일본

개발
“

도시바로 넘어감
、." 1 μ

、‘a 경수로
/

비등수로

국가(회사) 한국(한수원) 프랑스(아레바) 일몬(DI섣비시) 러시아(ASE) 미국(웨스팅하우스) 일본(도시바) 미국(G티

원자로 APR-1400 EPR-1600 APWR플러스 WER-1000 AP-1000 ABWR ESBWR

용량 140만kW 160만kW 170만kW 미확인 100만kW 135만kW 160만kW

핀란드

올킬루오토 ‘

건설 종 신고리 3호기，
*! - 대만 룸민(龍門)

원전 3'4호기 -표-EI〉}-λ- 1 • 2호기
i

플라망빌 . "

3호기

이E 온

71·사와자7' 1

가동 중 가리아

원전 6· 7호기，

하마호카 5호기

시가 2호기

미국 독자개발

킴버쇼천 미국 그러나 2007년
미국 GE의

비고 엔지니어링 독자개발 웨스팅하우스 독자개발 워|스딩하우스의
도움으로 개발

독자개발

지원으로 지원으로 개발 경영권은 일본

개발 도시바로 넘어감

자료: 이 정훈(200S)

Q
Q



쩌12 장 기술혁신 이론

제 1 절 기술혁신의 유형 및 과정에 대한 이해

1. 기술혁신의 유형

(가) 기술혁신 유형에 관한 연구

그간 다양한 차원에서 기술혁신의 유형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이

E- 기술혁신 유형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면 다음 <도표 2-1>과 같다.

<도표 2-1> 기술혁신의 유형에 관한 고찰

기술혁신 유형 강조 ( 떤구자들
*

1、

일반 목적의 기술 산업내 파감효과의 폭 쉐 인 (2004), 키 난(2003)

급진적 기술
산업내 실질적 비용/성과

어터백 (1994)
개선의 따급효과의 폭

혁맹적 혁신/역량
기엽 역량에서 변화 요구

투시만 & 앤더슨(1986) ，

변화 혁신 어터백 (1994)

새로운 역량으로 새로운

비연속적 혁신/파괴적 진입으로 급부상하는 어터 백 (1994)1

기술 기업들로부터 시장점유율을 크리스넨슨(199η

가져옴

제품혁신 대 공정혁신 지배 제품의 등장
아버내디 & 어터 백 (19781

1994)1 김 인수(1 99끼

업스트펌 혁신 대
가치 사슬에서 도입의 입장 피} 빗 (1984t 포더 (1985)

다운스트립 혁신
-

개방형 혁신 대
기업 경계를 뛰어념는 혁신 체스브라 (2003)

폐쇄형 혁신

지-료 Maine， E. & Garnsey, E. (2006)

Q
)



일반적으로 기술혁신에는 〈도표 2-2>처럼 선진국형과 개도국형의 두 가지

가 있다. 첫째/ 선진국형 혁신패턴으로 유동기의 제품혁신이 먼저 발생하여

신제품이 창출되고/ 공정혁신을 통해 원가절감을 가져오는 과정을 거친다

(Research, Development & Engineering). 둘째/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개도국

은 /역행적 엔지니어링I (reverse engineering)이라는 방식올 통해 성장하였다

(Engineering, Development & Research). 즉 경화(성숙기)에 이른 기술을 이

전받아 습득/ 소화/ 개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축적된 기술역량을 토대로 변환

기에 이른 기술을 이전받게 퍼었다. 하지만 어떤 분야 최고의 기술을 개발하

려떤 선진국이나 선진기업으로부터 해당기술올 이전받기 어려운 상황에 처

한다. 선진국은 우리나라를 경쟁상대로 인식하면서 신기술 이전을 꺼려하며/

후진국은 더 싼 임금과 제품가격으로 우리나라를 추격하는 모습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로 /넷 크래커/ 현상이기도 하다.

〈도표 2-2> 두 가지 기술혁신 패턴 : 제품혁신과 공정혁신

기술혁신

빈도 시간~
지배제품의 등장

-
유동기

.,.
과도기 경화기‘-

기술이전 기술이전

때↓l 저」
껴* * +

’! ‘ 1 “‘...... ，~~→-

기술능력

•- 시간

자갚 Kim ， Lill~U WYl7), Imitation to Innovation , Harvard BL1 ~iness SchoQI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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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야 하며/브l
‘:

。기술에유동기우리나라는진퇴양난에 처한따라서

갖추어야capacity)을absorptive흡수능력 '(creativel 창의적7 l- 。‘--선진국과

즉/ 우리나라는 I단계에서 II있다.중요성이가능하며/ 여기에 창조의생존이

있다지적할 수전환해야 하는 시점이라고거쳐/ 이제 III 단계로를

다음과 같다(송상호， 2003 재 인용)4혀으
II 0 \...-기술혁신개발과 관련된신제품

기술적」는

‘
되

묘새롭게있어서신제품개발에Clark(199이은

그러한

&Henderson

제품성능의 향상 정

혁신(modular

지식에 의하여

혁 신 (radical innovation),

혁신 (incremental innovation)으로 구분하였다.

Wheelwright & Clark(1993)은 신제품유형올 연구개발(R&D) ， 제휴(alliance

혁 신제품(break through) , 차세대제품(platform)， 파생 제품

창출되는

중간정도의

기술적지식의 정도와

급진적

llUl.ovation), 접 진적

따라도에

partnership),&

신제품개기업의구분하였으며， 5개 신제품개발 프로젝트가(derivative)으로

지적것이 중요하다고배분하는있게균형중-요하며 지-원을o 프드
-'-一 l발 성공에

하였다.

기존 제품과 연속적이냐 혹은 불기술적으로호으
-, '-Veryzer(1998)은 상업적

이에 따라 신제품개반과정유형이 다르며연속적인 제품이냐에 따라 신제품

전통적인개발과정은신제품혁신적인매우여기서하였다.달라진다고

신제품개발과정과 반대 방향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혁신 (open innovation)(나) 개방형

대한 관심이innovation)에혁신(open개방형즈
。

유형기술혁신의최근/

혁신폐쇄형중시하는R&D를기업 내부의그간 기술혁신은있다높아지고

진입해야 하는단계로창조의마득어야하는/세계최초/를이 지배적이었다

추종전략발 빠르게 상용화하던도입하여기술을선진아직도우리기업들은

있다， 앞으로 한국기업이 지속적인 성

기술혁신의 방법을 찾

선두주자(first mover)가 감수해야 하는 높은 불확실성을

효율성을 새로운。1 2:二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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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장을 하기 위해서는

극복하고， R&D투자의

시대의



는 것이 필요하다

기업의 개방형 기숨학신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다. 첫째는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의 혁신윤 가속화하는 /안으로 열린 기술혁신/이다. 이룹 위해 외부의 아

이디어와 기숨음 활용해 선제판음 민드는 인소싱 (in-sourcing) ， 대학과의 포

괄적인 힘랙관계 구축/ 벤처기업 투자 등이 훨-발히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밖으로 열린 기술 혁선/으로서/ 내부에서 개받-된 기술을 의도

적으로 외부로 내보내 새로운 시장음 창출하고 기술의 가치를 제고한다. 회

사 내에 사장되어 있는 기술을 티-사에 라이선스 형태로 제공하여 수익을 창

출하거나/ 유1강 기술의 사업화 촉진과 시장검증블 위해 관련 조직을 분사화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내부 프로젝트를 일반에 공개하여 시장형성

을 촉진하고 소비자의 반응을 김증하기도 한다-(삼성경제연구소I 2006).

/개방형 혁선/은 기업은 륜본 국기- 차원의 기숨혁신 시스템의 성과를 제고

할 수 있는 1상법이다. 한국기업이 가전 제품화 및 생산기술의 캉점과 개방형

기술 혁신음， 통해 얻어지는 외부의 창조적 아이디어가 결합되면/ 기업의 혁

신역량은 한 단계 친보하고 지속적인 성징 등력 창출。l 가능해질 것이다.

지-신이 최고라는 생각으로 다른 곳의 기술개발에 대하여 배타적인 입장의

NIH(Not Invented Here) 신드참파/ 다른 선진기업이 무엇을 했는가를 중시

하는 NIT(Not Invented There) 모두 창조경영윤 해나가는데 부족한 모습이

다

2000년대 틀어 기술혁신 과정에서 내 · 외부의 다양한 자원플 활용하는

/개방형 혁신(open inn。、ration)' 패러다임이 등장하였다. 이에 따라 외부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혁선의 원천을 다양화하고 내부의

혁신을 가속화하고/ 내부에서 개딸된 기술을 의도적으로 외부로 내보내 새로

운 시장을 창출하고 기술의 가치를 제고하는 노력이 활발하다

2003년 버클리 내학의 체스브로우(Chesbrough) 교수는 이러한 연구개발의

흐름을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으로 명명하였다. 개방형 기술혁신의

개념과 시-폐를 정리하면 다음과 짙다-

?
」



<도표 2-3> 개방형 혁신의 유형

구분 방법 개념 대표사례

In-Sourcing
· 창조적 아이디어와 핵심 기술을 ·P&G의 ’C&D'

외부에서 조달 · Kimberly-Clark, Spindle 등
외부

· 외부 기관(주로 대학)과 공통으 · 인텔의 'Lablet'
끓여」구

로 기술개발 효로젝트를 추진 · 듀폰/ 노키이， 에릭슨 등
내부

· 기솔가치가 높은 벤처기업에 선행 · HP Lab과 벤처캐피틸 협력
벤처 투자

투자하거나 벤처캐파털과 협력 - 노키아/ 인텔/ 일파이릴리 둥

기술자산 ·회사내에사장되어있는기술을라 ·MS의 MIPV

판매 이선스형태로제공 · IBM, TI, NEC 등

내부
분사화

· 기술 활용 및 검증올 위해 관련 · 루슨E 의 New Venture 그룹

조직을 분사화 · DSM, 펄랩스/ 캐터필리 풍

외부 · 내부 프로젝 E를 일반에 공개하
표로젝 E

여 타 개발자나 소비자의 참여
·IBM의 XML Parser

공개 、 리누..，스도。/
초「; 2」1 txr l1

자료: 삼성경제띤구소 (2006> ， ‘개방형 기술 혁신’의 확산과 시사접‘ lO.25( 제 575호)

대기업에서 개방형 혁신은 비즈니스 모델의 일부로서 기숭과 자사의 관련

지식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을 사고파는 것과 관련된다. 그러나 중소벤처

에서 사고 팔 지식재산이 별로 없다‘ 중소기업들이 사고 팔 지식재산이 있다

고 해도/ 이들에게 개방형 혁신은 기술과 지식재산을 다른 파트너와 협력하

고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이틀이 갖는 딜레마는 어떻게 자신틀의 아이디어

와 기술을 보호할 것인가/ 대기업이 자신들의 아이디어듭 도용하지 못하도록

하는데 있다. 동시에 자본을 조달하고 인재를 유치하고 고객듭을 끌어들여

생존과 성장을 하는 것이다 후자는 자신들의 아이디어/ 기술/ 계획 등을 노

출하되 보호해야 하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Chesbrough, 2006)

개방형 혁신을 추구할 때 주의힐- 점으보는 기회의 추구/ 시장 잠재력과

기회 창조에 대한 평가/ 잠재력 높은 파트너의 모집/ 상용화를 통해 가치를

추구t 혁신 제공을 확대 하는 것 둥이다(Fetterhoff & Voelke l, 2006)

[
<
]



〈도표 2-4> 폐쇄형 혁신과 개방형 혁신의 비교

The Closed Innovation Paradigm The DDen Innovation Paradigm

내부기술

기반

시장

신상물I I I Technology Insourcing
서비스

개발연구조사

R τ~ DDR

자료: Chesbrough(20U3)

(다) 기술수병주기(Technology Life Cycle)

기술수벙주기란 기슛에도 사땀처럼 수멍주기가 있다쓴 이론으로 기술의

수명주기블 크게 기술개반만끼L 기순설용-화단계/ 기술성장단계/ 기술성숙단

계/ 기술쇠퇴단계보 나누고 있다.(선용하， 19(9).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회사

차원에서는 신상룹 개발/ 기존 상퓨의 고기능화 또는 저가걱화 등에 유용하

게 활용하기 위하에 도입하게 된다 따라서 도입하는 기술이 어느 단계의 수

명주기에 있는가는 증요하다 기술의 수명주기에 따라 이를 휠용한 제품의

마케팅에 싱-당한 차이가 빌·생히·기 때문이다.

2. 기술혁신의 과정

(가) 시스템 핀-점애서 본 기술개발파정

R&D의 과정은 투입-전환-산출로 구성되는 시스댐 관전에서 조망해 볼 수

있다. 다음 도갚는 시스템 핀-점에서 R&D의 제반 활동을 체계적으로 보여주

고 있는데/ 전체 H.&D 시 스댐은 투입/ 과정/ 연구견과(output) ， 결과활용/ 연

구성과(outcome) ， 연구깔과 평가외- 피드백/ 연구성과 평가와 피드백으로 구

성된다(이정 원，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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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2-5> 시스템 관점에서의 기술개발과정

2. R&D 괴징

프로젝트텀
4. 결과훨용

t 투입

톨

허

품

정

특

제

공

긴훌살얼휠
사업계획

마케팅

엔지니어링

셈신영업

5. 성과

연구인력

아이디어

연구장비

연구시설

연구자금

정보

수요자

요구

주요활동

r--

-
-
-
-
고

구

발

냥

보

연

개K

괴

E

걸

w
I- 3. 연구결괴

j,1
tJ l 용절감

DH 줄즘대

저|뭉개선

고}학기술

기여도

깅저|시호|

기여도

6.R&D 과정 평가와

피드백
련

킨술마절

끄술찰윌

|식

7. 연구결과 영가와 피드백

8‘ 연구성과 용기와 m브백

자료 Brown & Stevenson( 1998) , 이정원 (2001)애서 재인용

(나) 기술개반파정과 개발비용

기술개발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은 연구개발 단계보다는 실용화를 하는

단계에서 더 크게 소요된다. 즉 연구개발에 해당하는 시제품 제작과정까지

들어가는 소요비용보다/ 실제 상업화를 행해 시장에 촌시하능 사엄화과정에

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

<도표 2-6> 기술개발 프로세스 및 개발비용

자료 NSPE(l.990) ， Engineering Stage of New Product Development

ζJ
-



아이디어개반로부터 시작되는 기숨사업화과정은 다양한 학자필-에 의해 연

구되어 제시되고 있다

〈도표 2-7> 기술개발과 기술 사업화 과정

K아‘ubu의 기술사업화과정 C∞per의 기술 사업화과정 Jolly의 기술 사업화과정

단계 내용 .:. 아이디어발견단계 .:. Of이디어의 가시화1m::엉ining)

구상및 기술적/사업적가능성 (discovery) /새로운원리와

가능성조사 연구
메커니윌속성/기윌

기초언구원리직연구(유망기술에
샤:. Gate 1: 아이디어선별 .:. 기술상용화 가능성 탐색과보육

(idea screen) (I ncubating)
대한특허신청)

Stage 1: 범위설정
/기술연구/초기고찍고} 연계테스트

응용연구용도의 탐구 (유망기솔에 /시질싱톨의 변화에 대한 분석

대한특허신청)
.:. Gate 2: 2차선별 .:. 제풍/프로세스시연

특정용도의텅구 Stage 2: 사업최종점검 ([농rronstratir멍)

실용화연구: (뮤망기술에 대한 /저l률이 원래 의도힌 기능을

특회신청) ~ 'i‘ :. Gate 3: 개발진입 --J7lii- -- 블’획하는기시힘

상용화 특정제품의 Stage 3: 개발 ~‘- /디자민/시작용/테스트/생신 A’스임

연구 기온형설겨U개빌쩌|작 보완/테스트D뻐|팅/생신개시/훌하

상풍호}
.:. Gate4: 시험진입 ·:· 수용/체화촉진(Prαmting)

모덜의
개랑및최종제품 Stage4: 시험과확인 /시장에서의

저|조준비
닥 i

얼계 ‘
수용/기격잭징Illl매전학/의시소

.:. Gate 5: 시장진입 .:. ~옐회의 지속및 장기수익의
심제제조 시내저|조및 위닥제조

않age 5: 시장진출 실현 (Su앉aining)

/심용이니공정이 시징에서장기간

.:. 사후검토 기xl를 기전 상를으로 즌속

(다) 기술개발과 실패의 위험

최초의 R&D 활동이 기숭적인 성공/ 상업화의 성공을 거쳐 경제적인 성공

에 이르는 비율은 일반적인 제조엽의 경우에도 30%를 넘지 못한다.

Mansfield & Wagner(1977)의 실증연구에 따르면 연구개발 과제를 기술적인

성공/ 상업화에 성공/ 재부적인 성공 등으로 구분힐- 경우 기술적인 성공은

착수된 R&D과제의 57% , 상업적인 성공을 거둔 R&D과제는 기술적으로 성

공한 R&D과제의 65%, 재무적으로 성공을 거둔 H&D과제는 상업화에 착수

한 R&D괴·제의 74% 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R&D과제 중 재무적

인 성공을 거둘 확률은 최초에 시작된 R&D 과제의 약 27% 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난다. 한편 미국 NSF지 료(Sc 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00)에

따르면 공공부문 R&D성과가 상업화되는 비율-은 10% 내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16 -



<도표 2-8> 기술개발과정과 실패 위험

실증연구에 따르면 연구개알표로젝트의 평권적민 성공확률은 기술적 성공-상업화성공-재무

적성공이 상이하며， 재무적인 성공확률은 최초에 시작된 프로젝트의 약 27%에 불과한 것으

로 나타남

27%37%

!:;:-, ...

호~ .

57%100%

R&D
Startup

Technologial
Success

Commercial
Success

Financial
Success

자료: Mansfield & Wagner( 1997) , The Production and Application of New Industria I

기술혁신과정 상의 단계와(라)

Technology, orton

기술이전

중요한 기술 특성의 디·른기술이전 영향요인으로

기술혁신 과정상에서 어느 위치에

하나는

있는지에 대한 것으보서

이전되는

기초기술/

기술이

응용기

t:J 2
~-C-술/상용화기술에 따라 기술이전 방법/ 비-용

1::으 。

-。 τ: 상용화 성패에도 영

기

할

단

단계에 따른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기초적인 원려를 규명하는 기초기술 개발

이용한 응용기술 개발단계/ 세 번째

개발단계이다 기술을 도입하는

=T

향을 미 친다(박원석 ·용세중I 2000)

정부출연연구소의 기술혁신 과정

있다. 첫 번째 단계로는 기술의

번째 단계는 규명된 원리를

상품에의 적용을 위한 상용화기술

단계/

계로는

카‘
T

기술인가는

기업의 신

비용을 투입하여야 한시간과

기술이 어느 단계의

수명주기와 마찬가지로

0 1- 。
lZ; τ:

미친다

정부출연연구소가 개발한

기술의

입장에서는엄의

매우 중요하다. 기술의 개발단계는

상품 개발에 중대한 영향을

가초기술의 경우에는 상용화 개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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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할 경우 기업으로서는 시장

용이성과 진입이후 계속적인 시

활용한 신상푹 개반이

확보하여 시장진입의

-
를

。
늘

--
캔
자

초

적

기

점도
「

다. 반면

있다. 그러나 높은 위험으로 인하여 실패할 경우 기업으

된다. 응용기술의 경우 기초기술보다는 한 단계 발전

비교적 장기간과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응용기술도

시장 확보 이점이 있다 상용화 기술의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저1J 1 용￡로 신상품에 적용시킬

에서의

장우위를 확보할 수

로서는 큰 타격올 입게

한 기술이나 마찬가지로

기초기술과 동임한 정도의

있는 이점

때문에 도입기업으로서는 위험부담이 적어진다. 즉/ 상용화

활용가능성 (Technology- push) 측면보다 시장수요의 인식(Market-pull)에

기술개발이라는 측면에서 기술이천의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업의 상황에 따라 이진히-는 기술의 완성도가 달라져야 한다 충분

한 기술적 능력을 확보한 기업에게 기술을 이전환 경우에는 기업이 어느 정

천제하에 디-소 완성도가 낮은 기술올 이전하여도

거、

T

기술은 신기술-의

의한

기술을개발된

섣시한다는도 보완연구를

/-;:;z. ",1
Tτ!:"'"" I완성도의이전할 때에는기엽에

매우 높아야 할 것이다(김승재 I 1998).

H ;:;(- x-1_.,-=,능랙이기술적인가능하나/

이해대한성공요언에기술혁신의절2제

중요성1. 창조적 혁신과 인적요언의

혀시으
I c ~프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독자척으로/창조적 혁 신 (creative innovation)’은

당 기술을 바탕으로 사업화블 추진하여

의미하며/ 외부로부터 완성된 창출검증된 기숨윷 도입하여느1
또

성 과(creative performance)

요인(personal factors)과 조직 ·환경적 요인

있다(한인수 박경환I 1998; 현재호·정

혁 I 1997; Oldham & Cummings, 1996). 인적 요인은 개인의 성격이나

의미하며 l 조직·환경적 요인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현재호·정혁/대비되는혁 신 (irnitative innovation)에하는 1모방적

1997)

연구개발에 창조적또는혁신창조적있어서

인적크게요인은결정하는
E근

E프

려
「

느
。

구분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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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ronmental factors)으로

과 같은 개인 내부요인을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조직적인 지원을 의미한다.

인적 요인에 비해 조직·환경적 요인은 조작가능하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경영자들의 관심대상이 되어 왔으며/ 최근 창조적 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들에 관한 주요 연구들도 인적 요인보다는 개인이 속해있는 조직이나 직

무환경에서 영향요인을 찾으려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한인수·박경흰，

1998).

2. 조직 보유능력과 기술혁신의 생과

조직이 보유한 능력은 기술혁신의 성과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송상호/

2003) 최큰 기슛혁신의 이론적 흐름은 자원거점이론 관점에서 기숨능력 측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독특한 기술적 지식의 정도가 기술혁신 유형 및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Spender & Grant, 1996). 특정기염이 보유하

고 있는 기술적 지식애 대한 복잡성 (complexity) ， 암묵성 (tacitness) ， 특이성

(specificiψ) 은 다른 기업들이 쉽게 모방하는 것을 막고 지속적인 성과를 보

장해 준다고 하였다(Teece， 1998).

여기서 기술적 지식에 대한 복캅성은 기술적 구성요소가 많고 이들 간의

관계가 복잡하여 새로운 산출물(신제품 릉)을 산출하거나 이러한 제품올 만

드는데 요구되는 지식올 이해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운지의 정도를 말한다. 다

시 말해서 기술적 복잡성이 높을수록 다른 기업이 특정회사의 제품윷 모방

히·기가 그만큼 어법다는 것을 의미한다.

암묵성 (tacitness) 이란 특정 제품을 만드는 과정이나 절차가 명시적인 방법

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오랜 경험과 묵시적인 혁-습에 의하여 습득될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Nonaka ， 1994). 특이성은 어느 특정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지

식이나 노하우가 특이하여 다른 기업이나 외부로부터는 활용될 수 없는 정

도를 말한다.

3. 기술혁신의 성공요인과 혁신의 보상

기술혁신은 R&D 투자를 확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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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총-체적으로요E드
。

관리방식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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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 시스템/ 경영진의 리더십여랴
~ I 0 I직의

&구축해야 한다. Andrew

성공시키기 위해 다음과
때댄

중요하다고 주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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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을화시켜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라

엄격한 원칙에 따라 운영하라

각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최적의

조직을 정비하라

혁신프로그램의•

•

선택하라.비즈니스 모델을•

혁신문화를- 만들어랴.

혁신을 중심으로

혁신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고조직원에게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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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경수로형 핵연료교변관 기술개발 사례

최근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개발한 고성능 신소재 핵연료피복관인 ’하나피복관’이

영광 1호기 원자력 발전소에 장전되어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성능 검사를 받기 시

작했다. 국내 상용 원전에 순수 국내 기술로 만든 핵연료피복관이 장전된 것은

1977년 고려 1호기 가동으로 우리나라가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지 30년 만에 처

음 있는 일이다.

핵연료 피복관은 지난 40여 년 간 원자력 기술 자럽에 땀흘려온 우리나라 원자력

연구진이 넘지 못한 벽이었다. 핵연료 피복관은 원자력 발전의 연료인 우라늄 헥연

료를 감싸고 방사성 물질이 외부로 나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1차척인 방호벽이자，

핵분열 연쇄반웅으로 발생하는 열을 냉각수에 전달하는 기능을 하는 핵심적인 부품

이다

지르코늄 합금으로 만드는 핵연료 피복관은 섭씨 300도， 200기압애 가까운 고

온 · 고압에서도 견딜 수 있도록 부식저항성， 변형저항성이 강하고 중성자 홉수성이

낮으면서도 우라늄 핵연료가 효파적으로 연소되도록 고연소도의 성능을 발휘하여

야 하기에 재료공학은 물론 원자력과 기계 · 물리 · 화학 동을 아우로는 첨단 기술이

요구되l 미국， 프랑스 동 소수 선진국이 세계 시장올 독점해왔다.

한국원자력딴구원은 지난 1997년부터 과학기술부가 지원하는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신소재 핵연료피복관 개발을 시작해서 10년 만에 상용화룹 옥천

에 둔 마지막 성능검증 단계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루어냈다. 완자력발천소 1기당

사용되는 핵연료펴복관은 약 5만개 정도로 이중 약 3분의 1이 1년 반마다 새로운

피복관으로 교체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핵연료피복관을 모두 수입하여 사용하고 있

는데， 그 수입비용만 연간 약 300억 원에 이른다.

하나펴복관의 개발에 맞춰 내년에는 우리나라도 핵연료피복관 제조공장읍 갖추

게 되어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펴복관을 우리 손으로 만뜰 수 있는 길이 곧 열려

게 된다. 하나피복관이 현재 진행 중인 마지막 성능검중을 무사히 마치고 상용화되

는 2015년부터는 우리나라도 더 이상 외국산 피복관을 수입하거나 기술료를 지급

하며 생산할 필요가 없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나라 우리나라가 원천기술을 보유한

피복관을 외국에 수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국가 경제 발전에 보템이 필 것으로 기

대뭔다.

하나파복관 개발은 경제적 이익을 넘어 원천기술 확보라는 자신감을 국내 원자력

계에 선사했다. 원자력 선진국의 거대 기업틀은 핵연료피복관과 관련， 철통같은 특

허를 통해 후발 주자틀이 진입할 수 없도록 이중 삼중의 방벽윷 쌓아놓고 있었다

하지만 한극원자력연구원은 성능과 안전성이 우수한 하나피복관을 개발하고， 개

발과정에서 얻은 결과를 토대로 국내외에 다수의 특허를 등콕힘·으로써 그듬의 긴제

1를 보기 좋게 뚫고 원천기술올 확보했다. 이러한 성과는 연구원틀의 부단한 노럭뿐
만 아니라 국내 산업체들이 하나피복관의 성능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한

결과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정연호 (2007. 11. 26) , “원자력 기술 자럽의 l화룡점정 l ” , 대덕넷，

www.heUodd.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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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문제제가

1. 연구깨발 배경 몇 펼요성

제 2 절 사례내용

본 기술개발사례의 특정음- 요약하면r 기존 선진기숨흡 습득하고 발전시키

는 추격형 기술혁선이라는 점괴- 수명주기가 긴 산업지1 의 사업화라는 점을

들 수 있다. 칫 번째 특징은 추격형 기술혁신이다 한국의 기술혁신 과정을

대비하여 설명힐- 때 l 추격형 (catch-up)과 탈추격형 (post catch-up)으로 나눌

수도 있고(송위 진 오L 2007), 모방(imitation)과 혁 신(innovation)이 라는 표현을

사용 할 수도 있다(Kim， 1997) 본 사례는 이러한 분류플 따른다면 추격형에

속할 것이다.

두 번째 득징인 산업지1 사입화는 본 사례가 다푸는 기술개발이 핵연료라

는 점과 관련된다. 임반적으로 핵연료는 기술수병이 길다 핵연료는 1960년

대 말에 처유 나왔고/ 이후 40년이 지났R며 그 사이에 피복관 소재는 20년

전에 한번 바뀌었음- 뿐이다. 그러나 핵연료의 외과형상은 지-주 변하는 편이

다 그리고 핵연뇌의 기숨 수영주기는 15년 정도 이었던 것이 현재는 조금

빨라져 약 10년 정도로 예측된다.

경수로 핵연료피복관음 기술 개발하게 된 최초의 동기는 시장개방 환겸에

서 살아남기 위한 기술자립이었다. 10년 전 본 연구의 연구개발을 기획할 딩

시 국내 핵연료기술 상황은 전환기라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자들

은 다음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1 중요하다고 핀-단했다. 그 목표는 설계 및

양산제조기술의 확보I 개량 핵연료개발 능랙의 확보/ 핵연료 관련 중장기연

구개발 경험의 확보/ 일부 핵연료 시험시섣의 확보/ 그리고 피복판 및 가연

성 흡수 핵연료 소결체와 같은 핵연료 부품 국산화 및 양산화 추진이었다

이러한 연구목표는 당시의 국제적 환경변화와 관련된다 즉/ 에너지 자원

확보 국제경쟁 치열해지고 있었으며/ 한국의 WTO 가입으로 인히-여 원자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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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개방 압력이 증가하였으며I IAEA(국제원자녘기구 Interna tional

Atomic Energy Agency)의 국제적 안전규제가 강화되고/ 일본 도시바가 미국

웨스팅하우스사를 인수하면서 아시아의 원자력반전 시장에서 일본의 영향력

이 증대되고 있었다.

이러한 환경 변화에 따라서 원자력발전 분야에서도 수입기술을 계속 사용

분야도

도입한 기숨을

약화로 인하

지속적으로 기

점이 큰 문제라고

것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하게 된 것이다. 즉/ 해외에서

사용하게 되면/ 핵연료 개발능력이 정체되고l 기반기술의

기숭의존도가 가중될 것이며/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해외 기업에 지급해야만 하는 처지가 된다는

는하

해외

술사용료를

계속

여

고연

확보

고유모델의

국제경쟁력을

판단하게 된 것이었다.

따라서 연구개발진들은/ 똑자 기술 소유권을 갖는 한국

소도 및 고성능 핵연료를 개발하고/ 기술고도화를 통해서

선진낙 진입

i

술기

및 원자력

설명한다

규정한 추격형

성공적으로 마친 이

성공 했다고 생각된

하고 이틀 통해서 수출산업화하며/ 국가 에너지 자립

하는 것이 연구를 시작할 당시의 중요한 목표였다고

이러한 연구개발 배경과 동기자 본 사례의 성격으로

이라는 접을 설명하는데 중요하다 연구진이 기술개발을

후 외국과 비교할 경우/ 그들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목표가 수입대체/ 기술수출/ 기술기술개발 기획단계에서의다. 그래서 최초

답변은 다음과 같았다

“ 10년 전 WTO체제가 되면서 기술개방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이

애 국내 시장에서 기술적인 경쟁력 확보가 첫 번째 목적이었고， 첫 단계 성공

하면 수출까지 고려할 계획이었다. 즉， 우리기술을 갖는 것이 시작 단계 주목

적이었다 n

자립 인가라고 연구원딜-에게 물었을 때

“ 1997년 과제가 출발할 당시 IMF 외환위기가 발생하는 등 연구비가 축소

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WTO(세계무역기구)와 관린해서 원자력

도 개방이 되는 분위기였다. 그 당시 중요한 것은 외국 기술이 들어올 경우

우리나라 기술이 상대적으로 위축될 가능성이 있었다. 이에 외국보다 국내 수

요자들올 안심시킬 수 있는 기술개발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시작하였다"

“소재는 핵얀료 부분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다른 부분은- 어느 정도

국내 수급이 되었지만， 피복관은 전렁: 수입해서 사용하였다. 따라서 독자 피

복관 개발을 등해 수입디}체를 할 목적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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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 내용 및 목표

본 연구개발 사례에서 다루는 핵연료피복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자로

와 핵연료의 종류에 대해서 간략히 언굽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발천소에

서 사용하는 원자로 종류에 따라서 핵연료도 달라진다. 그래서 이같 원자로

의 차이점올 설명해야한다.1)

/한국형경수로/라는 용어에서 말하는 경수로나 중수로 등은 원자로 안의

감속재에 따른 구분이다 원자로에는 핵분열을 일으키는 연료/ 핵분열 연쇄

반응을 도외-주는 감속재/ 열을 전달하는 냉각재/ 연쇄반응 속도를 조절하는

제어봉 등이 들어있다. 그중 감속재는 핵분열에 의해 생성되는 고속중성자의

속도를 낮춰주는 역할윤 하며/ 원자로의 종류에 따라 물과 흑연 등이 쓰인

다. 냉각재와 감속재로 물을 이용하는 원자로가 경수로와 중수로이다.

경수로에는 가압경수로와 비등경수로가 있다 압력음 가해서 냉각재가 끓

지 않고 유지하는 것이 가압경수로 이며/ 끓어서 증기로 되는 것을 비등경수

로이다. 가압경수로는 세계 원자력발전소의 60% 정도를 차지하는데/ 냉각재

와 감속재로 일빈- 붙인 경수(il펙水: H20)를 사용하고/ 연료로는 핵분열이 가

능한 우라늄-235가 2~5% 둡어있는 저농축우라늄을 사용한다. 냉각재에 높은

압력을 가해 고온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 히-며/ 이것이 열교환을 통해 2차

계통의 물을 증기로 만든다. 보통 12~18개월마다 발전소를 정지하고/ 전체

연료의 %올 교체한다.

가압중수로는 캐나다에서 개발해 캔뚜(CANDU) 라고도 불리는 원자로이

다. 이는 냉각재와 긴-속재로 중수를 사용하고/ 연료로는 천연우라늄을 사용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정이다. 연료가 전연우라늄이기 때문에 핵분열 확률을

높여주기 위해서 감속재로 경수보다 중성자의 속도를 더 잘 감속시켜주는

중수를 사용한다 중수는 보통 불이 아니다 이는 일반수소가 아닌 중성자가

하나 더 들어가 있는 중수소가 사용원 불이다. 연료는 보통 별도의 운전정지

없이 매일 일정량올 교체하기 때문에 경수로보다 이용률이 높다

이상과 같이 원자로의 종-류에 따라서 사용하는 핵연료가 다르기 때문에

원자로와 핵연료 교체는 깊은 관련이 있다.2) 중수(띤水)를 냉각재와 감속재

1) 민t~ιW\.‘안핀얀or.k디knowji바O 낀l\cl~낀xL!:쁘낀d3.a샌 (2007년 12월 20일 검색)

기 http://wιw.nuke.co.kr/ C'ncrb'Y /gcncration/inleriorjPIIWRhh11 (2007년 12월 20일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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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하는 원자로인 캐나다 원자력공사(AECL: 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에서 개발한 캔두(CANDU: Canada Deuterium Uranium) 원자로는

세계에서 운전 중인 원자력발전소 용량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의 월성 1，2，3，4호기가 CANDU 원전이다.

2-5%의 저농축 우라늄올 사용하는 경수로(가압경수로 및 비등경수로)와는

달리 CANDU 원자로는 농축하지 않은 천 연 우라늄(U-235의 비 율이 0.7%)을

사용한다 냉각재와 감속재로 사용되는 중수는 일반 물인 경수(II젠水)에 비해

중성차블 거의 흡수하지 않으므로/ 중성자 손실이 적어서 천연 우라늄을 사

용한 원지-로의 설계가 가능하였다.

원자로의 차이에 따라서 핵연료가 다르다는 점윤 이해하기 위하여 핵연료

가 어떻게 만릎어지고 사용되는지를 보아야 한다. 우라늄은 석탄처럼 땅속에

묻혀 있기 때문에 채굴작업을 한다. 우라늄 원광에서 불순물올 제거하는 정

련 작업이 필요하다 자연 속에 존재하는 천연우라늄에는 원자핵분열이 가능

한 우라늄2357} 약 0.7% 밖에 없고/ 나머지는 우라늄238로 구성되어 있다.

우라늄을 원자력발전소의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천연우라늄에 포함되

어 있는 우라늄235의 비율을 2~5 0/0로 높여 주어야 하는 농축 작업이 필요하

다 이를 위하여 농축공장에서 만들어진 농축우라늄을 답배필터 모양으로 만

들어서 고온처리를 하게 되면 원자력발전소에서 사용되는 원자력반전 연료

의 소자가 된다. 이를 지르코늄으로 만든 가느다란 튜브에 수백 개를 집어넣

어 원자력발전 연료봉을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원자력발전 연료봉을 여러

개 합치어 하나의 묶음으로 만든다. 원자로에 들어가는 원자력발전 연료의

최종 형태는 이러한 원자력발전 연료 집합체이다

이상에서 볼 수 있듯이 핵연료에서 핵연료피복관은 아주 증요하다. 농축

된 핵연료를 담은 튜브 형태의 연료봉이 경수로원자로에서 자주 교체되어야

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하다. 이러한 핵연료피복관의 중요성과 기술개발의 파

급효과로 인하여 본 연구개발 사례의 구체적인 단개별 목표 역시 그 내용을

잘 보여준다.

즉/ 국제경쟁력이 있는 핵연료 고유기술 기반구축 및 독지- 기슛소유권을

갖는 한국 고유모델의 70MWdjkgU 이상 고연소도 핵연료기술 확립히는 것

이 연구개발의 목표였고/ 이 목표를 연구단계별로 보면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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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딘·계 ('97 - '99) 개발단계에서논 핵연료 고유기술 개발이 꼭표이며/ 이 단

계의 구체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피복재 후보 합금 개발

• 고유모델의 핵연료 부품 개념설계

개발 대신 부품별 기본설계

성능평가 체제구축 빛 예비 성능평가

• 핵연료 성능해석 기술 및 설계기준 설정

2단계 ('DO - '02) 인 평가단계에서는 성능을 평가하고 노외 특성 시험을 한

다 여기서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신형 파복판 공정개발 빛 시제품 제Z

• 신 소결체 개발

지지격자 및 상하란고정체 노외성능 및 특성시험

지지격자 및 상하단고정체 최종모형 선정

상용코드 수준의 핵연료 성능 분석체계 구축

3단계 ('03 - '06) 인 설증단계에서는 노내외 실증시힘을 하고 기술 확립A

한다. 이 단계 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고유 구조 부품의 상세 설계 및 노외 실증 시험

고유 피복관 및 소결체의 노내(연구로) 조사 실증시험

개발대상별 성능평가 및 DB구축

• 고연소도 핵연료 안전성 평가 및 성능 DB구축

핵연료짐합채 노외 실증 시험 시설구축- 및 시힘기술개발

3. 외부관리를 통한 가술개발

본 연구개발 사폐에서 배울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원자력연구원의 연구자

들과 원자렉연구원 내외부의 연구관련 커뮤니티를 통해서 창의성을 발현해

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것이다. 특히/ 원자력 연구개발 네트워크에 기반한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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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출해지식을새로운획득하고지식을연구원들이내부통해서닙 - 으:피L
• r =j -l=j c.

것이다.가는 과정을 탐색하는

통해연구팀이 외부관리3)(external management)를기술은분야의원자력

인정확보하여 안전성을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개발 기술의 정당성을

받는 과정이 중요하다。-g드
。

z
-
。

이
」

스a기받기 위하여

학습하게 된다통하여과정을는하려
「

혀
님

동시에경쟁하고서로연구팀은

전략적으로것이검토하는힘올역할과이들의파악하고보완자를그리고

중요하다.

가치 네트(value net) 분석을 따르면/ 보Brandenb니rger와 Nalebuff(1997)의

모델모텔은 Porter의 경쟁전략완자(complementor)가 중요한 요소이다

두는 모덴과는 다픈 관점이다.초점에경쟁 환경과 경쟁자를 분석의처럼

경쟁자설맹한다.대비하여개념올보완자의경쟁자외-모댈은가치네트

설벙하며/ 어떤 제품을 하나반 쓰는 것보다 다갚 제띔

있다 반면/ 어떤

이해하기 쉽게개념을

/.-‘할경쟁자라고
τ님 。~

ciTτ=보는르E해사용하면함께
4

근

보완가치가 상승한다변사용할 때함께어떤 제품을다른1:-1:
...J-제품과

자이다

분석한다면/ 의사는가치창출의 환경을입장에서제약회사의들변/예를

약올 구매하는 고객직접경쟁자가 아니라 보완자이다. 의사는 제약회사에서

약을 처방하고 추천하기 때문에 제도 아니고/ 경쟁자도 아니지만/ 환자에게

보주는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애함께 하띤서 가치를 높여약회사와 의사는

할 수 있다.완자라고

조직이 원자력연구원 떤보면/ 어떤입장에서마찬가지로/원자력연구원의

있/-‘
T분영허 판별한보완지를있다변높여주는지 알 수가치를성과의구

다

3) 본 사례띤구에서 사용하는 외부관리 (external management) 란 용어는 외부에 있는 여러 요인/ 세력/

자워 동을 관리/ 혹은 경영힌다는 의미를 담는다. 일반적으쿄 관리 (man8gcmcnt) 라는 게년이 iE꺼

내1(- 지향이 강허다는 생각한다 그렇기 때분에 관리의 외부지헝: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새롭게 사

용한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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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3-1> 가치네트(value net) 는:!..A-i
~ -,

Sub응titlltors

(=Competitors) Company

、、

、\

"'1 Complementors

、、

'·1 Suppliers
,.,

이 모형을 중심으로 원자펙연구원의 핵연료 개발사례를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고객과 공급지·플 보면/ 본 사례 연구개발자의 직접 고객은

KNFC(한전원지력연료수식회사， Korea Nuclear Fuel Co. Ltd.) 이다. 그리고

KNFC의 모기 업 인 KEPCO(한국전랙 공사(한전)， Korea Electric Power

Corporation)외- 최종적으로 시정-하는 고객은 KHNP(한국수력원자력(주)1

Korea Hydro & Nuclear Power Co. Ltd.) 이 될 것 이 다. 그 외 에 잠재 적으로

해외의 핵만전소 운영 기업과 핵연료 관런 기업도 있음 것이다.

본 연구개반 사례의 경우-， 일반 제조임채처덤 공급자로 원부자재 등을 공

급하는 공규자를 특벨히 안급한 것은 없을지도 모른디. 그러나 핵연료피복관

을 제조할 때 반드시 필요한 지프코늄 등 소재블 제공하는 철강기업이 공급

자가 될 수 있다

경쟁자 흑은 대체자의 경우는 유럽/ 미국과 일본의 관댄 기업이 중요하다.

특히/ 핵연뇨 개만 부문에서는 유럽의 아레바가 선도하고 있다. 그 외에도I

미국의 웨스팅하우스/ 그리고 일본의 띠쓰 111 시 동 3개사가 주요한 경쟁자이

다

이 분석 R형외 중요한 특징인 보완자로는 몇몇 기관올 들 수 있지만/ 그

중에서 기술선뢰도 향상 시켜 주는 역한을 한 노므웨이 Halden 죠사시험검

증 기관올 중요한 것으로 지적한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고객인

KNFC 역시 중요한 보완자이다. 뒤에서 제시할 연구개발 과정과 상용화 과

정을 보면， Halden파 KNfC 두 기관이 게속 중요한 역할을 담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공곱지- 익환욕 한 합금-제조업체가 핵연료피복관의 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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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을 만들고 검증하는 때에는 보완자의 역할도 하였다.

가치네트 모형을 중심으로 본 사례를 분석하여 보면/ 결국 성공요인 중

중요한 것은 외부 관리 (external management)릎 통한 기술 습득과 보완지(혹

은 외부협력자) 관리라고 할 수 있다.

외부관리찰 통한 기술학습은 특히 연구원 개인의 학습 경힘이 중요하다.

과제 참여 연구원 중에는 1980년대 독일 지벤스에 파견되어 기술연수에 참

여한 사람도 있다. 그는 원자력 관련 기술 개반에 당시의 학습 경험이 의미

있었다고 말한다. 이처럼/ 현재는 경쟁자이지만 이전에는 기술적인 보완자이

었던 해외 선진기업의 기술연수를 통하여 연구원 개인에 체화된 지식과 기

술이 이후 기술개발과정에서 학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그리고 본 연구개발 과정을 보면 기획 단계부터 외부협력자가 참여한 접

을 들 수 있다 기술개발시 수요자인 KNFC 등의 업체들이 기획단계에사 참

여를 하였는지 여부와/ 참여하였다면 참여 형태는 무잇인가에 니l 해 면담에

참여하여 응답하여 준 한 연구텀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기술개발 과정 10년을 3단계로 구분하면 3, 3 ， 4년으로 구분된다. 1, 2단

계의 세부과제 하나는 KNFC가 주도가 되어 추진되었다. 과제기획 당시에는

KISTEP에서 각계 전문가 뚱올 모시고 기획했기 때문에 산업체의 의견이 분

명히 반영되었다. KNFC는 3단계에서 세부과제에 참여하지 않고 정례화된

과제 회의에 참여하였다 n

고객이며 보완자인 KNFC가 기술개발에 참여하겠다고 칠심한 것은 기술

개발 어느 단계였다고 판단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은 다음과

같이 탑하였다.

“피복-관은 수입제품이기 때문에 국내시장의 수입대체효과가 표기 때문에

(KNFC는) 원래부터 관심이 많았다 n

“기획 단계부터 산업체의 의사를 반영하였고， 파제구-성어} 있어서 연구 동 장

점이 있는 분야는 원자력연구소가 주판이 되어 진행랬다. 그리고 산엄체가 장

점이 있는 것은 산언체에서 진행하였다. KNFC의 경우 항상 각 기술벨로 위

탁과제 등으로 참어하였다 n

“산업체에서 관심을 보이게 된 시기는 성능이 입중되는 시기인 3단계 시작

하띤서 가시적인 절과가 나오기 시작했윤 당시이다. 피북관의 에를 들면 국내

에서 피복관 제조시설이 없었다. 현재는 KNFC가 튜브제조시섣을 테크노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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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에 3년 사업으로 건립하고 있고， 2008년 완성되고 생산에 들어갈 예정이

다. 현재 국산화 프로젝트에 참여한 것이 공장 설립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이

하나 피복관이다. 소재 제조와 관련하여 공장올 세우더라고 외국 기술을 사용

하면 로열티를 제공해야하지만， 우리 것을 하면 생산원가도 줄일 수 있고， 수

출도 가능 하는 동 로열티를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피복관은 국내 시설이 없어 노르웨아에 가서 테스트를 해보았다. 노르웨이

Halden 뭉 국체적으로 인정을 받는 곳에서 테스트랄 한 결과 주요선진국의

제품보다 좋게 나왔다. 결과를 보고 KNFC에서 장기 플랜에 계획윷 포함하여

추진하였다. 고유 브랜드 즉， 수출이 가능한 플랜을 가지고 외국 것을 쓰면 수

출이 안 되고， 우리의 것을 사용하면 수출이 가능한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

후 산업체 위주의 큰 프로책트로 진행할 수 있었다"

“우랴가 아무런 기술이 없으연 웨스팅하우스사의 헥연료 설계에 상당한 금

액을 지불했어야 하지만， 기본적인 기숨을 가지고 있다면 거의 공짜로 들어왔

다. 현재 이런 기술이 향후 더욱 콘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처올 것 같다"

“기술개발을 통해 수입되는 기술 수인의 가격을 다운시키는 효과도 있다. 피

복관 같은 경우 300억 원이 소요되지만， 독점， 경쟁 여부에 따라 10~20%의

가격차이가 있었다"

아래 <도표 3-2> 연구팀이 직접 만든 내부 문건으로I 연구팀 자신이 본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한 보완지-틀과 서로 어떻게 연결하여 협력했는지름 보

여주고 있다.

〈도표 3..2> 연구의 추전체계 및 방법

;<:꾀F !J 캉l 르‘ ’

」

국외: 죄고기관 염력을 톨한

연구결과의신민토항상

~훌;

자료. 한퍼-원시-펙언구원 (2007) “경수로용 신형 핵연검- 기숲깨 l갚: 3단지I( ‘03- ‘06“ 및 종료 과제

평가"， 2007'깐 6월 7일 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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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1o4. 외부활동과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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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J 2.공동연구자들은(2002) 성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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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 (task coordination)과 같은 활동에 의존한다

첫째/ 외고J_환동(ambassadorial activity)은 조직의 전빙-에 위치하

유통망 상의 이해관계자룹 관리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활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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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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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을 환 수 있게 된 점이 성공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셋째/ 과제조정 (task coordination) 활동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 협력을 유

지하고r 다른 부서와 성·호의존성을 유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팀

구성원들은 다른 팀의 구성원들과 협상하고 자신들의 역량과 자원을 다른

팀과 함께 나누며/ 서로에게 피드백을 제공한다. 그리고 과제 마감시간 준수

를 통해 업무 흐름을 원환히 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력을 이루어 내기 위해

서는 빠르고 신속한 새로운 프로세스의 개발이 필수적이다.

본 사례의 경우에도 과제조정이 아주 중요한 문제이었다 모두 다섯 개의

세부과제 팀이 서로 협략하여 전처l 과제블 성공적으로 완수한 것이다 그렇

기 때문에 세부과제를 적절히 조정하는 일이 성공의 핵심 요소이다 아래

<도표 3-3>은 세부파재의 내용윷 구채적으로 설명하고 보여준다

〈도표 3-3> 세부과제별 연구개발 대상

디 기능:액문얼에 인힌 월 발썽

디 성능 요건 : 핵문쩔 기체 포집

디 내용 : UOz재료l써흥공정 기술 재빌

분밀→성명→소결[1730°CI H2]

되L쉴늪OH~土울갚쩔싶
디 기능 : 영료몽 설계 및 상능 검증

디 배용 : 핵연료 성능펑가 코드 개발

고앤소도 액연료 안전성 시염

라지지격자

디 기능 : 액연료봉 다발의 구조

뮤지 및 물적 성능 앙상

디 성능 요건 : 연료몽 지지 건진상，

내각수 혼힘 성능 항상

디 내용 ; 죄적 명상 지자겪자 개발

마.집합제시염

디 기능 : 집힘저| 성능 종암시염
디 내용 : 집망처| 시염시 IS 구쭉

집힘체l 열수력. 기계 시엉

자료 한국윈자렉띤구웬(2007) “정수파용 신형핵언료 기술개발: 3단 ~lH ‘03- ’06“ 몇 종료 과제

평 가"， 2007년 6원 7일 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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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사례분석

1. 성공요인

(가) 외부관리를 통한 보완자와의 협력

앞서 본 기술개발 사례의 성공을 외부관리를 통한 협력에서 찾을 수 있다

고 분석했다 그러나 외부협력이 경쟁자로부터의 직접적인 기술도입을 위미

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보완자 등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닌 고객파 보완

자들과의 협력이 중요하다. 실제로 상업적이고 기술적인 경쟁자가 자신의 기

술을 그대로 전수해 줄 조직은 어디에도 없올 갓이다.

그러나 주목할 사실 하나는 일본기업의 협팩을 들 수 있다 핵연료관린

경쟁자 중 일본 기업은 당시 한국 시장에 진입하지 못하고 있었고/ 당시 한

국시장은 유럽과 미국 기업이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기에 일본기업이

지원해 주었다는 점이다. 즉 아직 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잠재적 경쟁자가 현

재의 경쟁자와 경쟁하기 위하여 자신의 기술을 지원해 주는 후원자가 된 것이다.

“초기 과제 시작할 때， 소재개발을 할 당사， 주위에서 가능성에 대해 긍정척

으로 반응한 사람은 없었고 모두가‘비판적이었다. 소재개발은 외국에서도 10
년 20년 해도 성꽁올 못하는 경우가 많은 퉁 오래 걸리고 어 렵고 불확실하다

고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금씩 성과가 나타나는 등 가능성이 높

아정에 따라 정부지원이 높아지고， 산업계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해 환발

하게 연구가 진행되었다. 하지만， 새로운 소재를 개발해서 만들었는데， 제품

올 만들어봐야 하는데 만틀 시설이 없었다. 포항제철 등 여러 곳을 다녀보았

는데 시설이 없어서 혼란에 빠진 시기가 있었다- 미국， 유럽， 일본도 다 쫓아

다녔다. 미국이나 유럽은 한국시장을 독정하고 있어서 협조에 회의적이었다.

반면 일본은 한국시장에 진출한 적이 없어서 협조적이었으며 일본의 기슛을

이용해 제품을 만플었다. 일본은 한국을 잠재적 유저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우리가 옷 갖추고 없는 기술은 일본 기술올 활용해서 제품을 만을었다. 이렇

게 개발된 소재를 가지고 테스트를 한 결과 좋게 나왔다. 국내에 없는 기술은

외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 인해서 기술개발을 성공할 수 있었다.

이후 임상실험을 해야 하는데 할 만한 곳이 없었다. 정부의 지원을 받았고， 그

외에 외국의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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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내부 연구인력의 역링:

지금까지 연구팀이 자체개발하고 협동연구를 하면서 새로운 기술을 단계

별로 습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점탈은 어떻게 해

결하였을까? 그리고 가장 핵심적언 기술습득의 방식은 무엇이었는가? 이러한

문제해결 과정에 대해서 연구팀원들은 자신플이 이미 문제해결방백론은 알

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한다. 디만 한국의 원자럭 연구 인력은 젊었기 때문에

경험은 부족했지만/ 능력은 수준급이었다고 말한다.

“(선진국의 기술 선도기엄과는) 서로간의 경쟁이 있었기에 배울 정이 별로

없었다， 즉， 쉽게 가져오거나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아나었다. 자체 기술개발

을 위한 방법콘은 알고 있었지만， 선진국의 기술을 받지 않았다. 외부와 비슷

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인력의 차이인 것 갈다- 외국은 원자력계의

유능한 인력이 떠나서 인력의 수준이 떨어진 반면， 한국은 시작할 당시 수준

높은 연구윈뜰이 많이 들어왔다. 또한 외국은 노하우가 있는 고령의 인력이

있었고， 한국은 노하우는 적지만 젊고 유능한 인랙이 있었다- 전반적으로 인

력 수준이 높아서 기술 도입 펼요성이 별로 없었다"

결국 원자램연구원의 지체 능력으로 핵연료피복관 기술개발에 성공한 요

인은 기술 인력 수준이 전반직으로 수준이 높았다는 점을 틀 수 있다. 그리

고 연구진들이 지속적으로 한 품야를 연구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증요한

요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운이 좋았다. 지멘스와 공동연구를 하면서 눈으로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딘 것 같다. 완전히 학교에서 시작해서 진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본인 ;같은 경우 20년 봉안 헥연료. 분야만 지속적으로 연구할 수 았

었다"

“분명히 행운이라고 할 수 있다. PBS 제도 하에 한 분야룹 오랜 기간 동안

할 수 있었다는 건 분명한 행운이다"

(다) 장기 기술 생명주기에 따깎 안정적 기숨개발지원

외부와의 협력 그리고 내부 연구인펙의 우수성과 함께/ 연구개발 대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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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즉/ 핵연료는 다른 소비재나 산업재와 달리/ 기술

생명주기 (life cycle)가 아주 길다. 이 겪이 다펀 산업의 연구개발과의 큰 차

이점이다.

u핵연료 전체로 보았을 때 발전소를 지으면 최소 60년은 간다. 발전소가 정

해지면 거기에 틀어가는 재료의 사이즈가 결정된다. 핵연료는 60년대 맘에

처음 나왔고， 현재 4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 피복관 소재는 딱 두 번 바뀌었

다.20'건 전에 1 번 바뀌었다. 외부형상은 많이 바뀌었다. 기술마다 현재는 약

10년 정도로 예측된다. 예전에는 10-15년으로 판단된다"

이렇게 10년 이상의 기술 생명주기 때문에 기술 자갑을 위한 장기적인 투

자가 가능했다 그래서 지난 10년간 기술자립을 위한 장기적 기술개발 노력

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것이다.

(라) 기술신뢰성 획득과 수율 향상을 통한 상용화

기술개발의 마지막 단계에서 어려웠던 점은 고객인 기업이 선펴힐· 수 있

도록 만들 수 있는가의 문제 였다

“기술 상용화단계까지 갈 때 산업체가 알아주지 않을 경우가 가장 어렵다.

산엽체논 처음에 관심을 보이며 참여했다가 나중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 원자

력계의 기술은 원자력연구소에서 만든 것을 잘 알아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성 동에 대한 신뢰성을 보여줘야 하는 어려움 때문이다. KNFC 등 산업

체릅 이해시키고 설득시키는 데， 기술의 신뢰성을 이해시키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시제품을 만들 수 있는 기술혁신에 성공했다-고 하여도 이를 상업회- 과정

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상업화 단계의 문제점을 해

결하지 못하면 결국 실패한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 고객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술을 제공하기 위한 노텍이 요구되고/ 이를 위하여 인허가륜 받아야

하고 이 과정이 신속히 이루어 진 것도 성공의 요소 증 하나였다.

그러나 인허가뒷 받·은 이후에도 실제로 양산을 위해서는 생산수율이 높아

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외부관리를 동한 기술습득

ζ
ι

q
u



학습과 외부의 보완자 동과 협력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원자력 기술의

특수성으로 언하여 안전파 신뢰성 등에서 많은 관문을 거쳐야만 최종적으로

상용화가 가능하고 이 모든 과정을 모두 거쳐야만 성공했다고 한 수 있다.

“기술설용화륜 위해 많은 어려움이 있었마. 방향을 설정하고， 설득하기 까지

우리기술에 대한 신펴도를 높여야 하는데 어려융이 있었다. 이때 애로장벽이

라고 하면 라이센스륜 가지고 인허가륜 받는 것도 상당허 오래 걸렸다. 규제

기관에서는 새로운 기술뜰애 대해 인허가륜 해주는-데 어려움이 있다. 다행인

것은 규제기관 사락틀이 엔지니어듬이기 때분에 기술적인 이해가 빨라서 큰

어려옴은 없었다. 기술개발한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실험실에서 시험 제조

를 하고 대량생산 과정으로 념어가연 수율이 50%로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는

데 이 분채륜 해결하논 데 어려웠다"

2. 향후 기술개발 전략

지금까지 핵연료피복관 관련 기숨개빌-플 추격형 기술개발이라고 말 할 수

있다면/ 향후의 연구개발은 어떤 모양이 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해 질문했

을 때/ 연구원듭-은 턴추격형이 될 것이라고 대탑했다 그렴/ 그들의 연구개발

전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후에도 기존빙법으로 할 것인지/ 아나면 완전

다른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이러한 연구개발 전략에 대해/ 외부의 협력

전략과 내부 텀원 구성윤 중심으로 다음과 갚이 답했다.

먼저/ 지금까지는 직접적으로 경쟁자들과 연구개발 협렉을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할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난 10년간 주로 했던 것은 개발단계에서 외국과 협력을 하지는 않았다.

지금부터는 협략을 통해서 진행할 계획이다. 개발자체를 국제적으로 할 계획

이다. 앞으로는 공개적인 프로젝트로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새로운 연구개발 팀 구성도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즉I 기존인력을 중

심으로 연구팀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갈 것이지만/ 젊은 신진 인력을 많이 활

용하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기존의 연구개발제도인 PBS(Pr이ect

Based System) 로는 이 전략율 실행하기 어렵다고 강조한다.

$



“연구개발 언력들은 지금인력의 90% 정도는 유지한다. 그리고 현재 각 과

제별로 30대 초중반 신규인력감 묘아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하고， 이 결과를

가지고 이후 시니어 연구원들이 보고 판단하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 그

러나 PBS 제도 하에서는 신규인력올 채용하기에는 어렵다. 간접비 60% , 직

접비는 30%이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려용이 있다"

그 외에 새로운 팀원과 기존 팀원의 협력에 대해서는/ 그리고 현재 연구

인력구조가 기술개발에 충분한가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기존 연구 인력들은 숲은 보는 역할올 하고 신규인력듬은 나무를 보며 개

발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신규인력을 채용하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

의 관여와 PBS 제도 이다. PBS 촉연에서 신규인력을 채용하기에는 어려옵

간접비 60%, 직접비는 30%이기 때문에 인건비 문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어

려움이 있다. 정부에 TO나 신규인력 충원에 대해서 허략을 받아야 하논 상황

이다. PBS가 좋은 제도이긴한데 한국의 문화뜰 살린 제도로의 변형이 필요하

다 n

그리고 원자력 연구가 장기적이라는 특징도 중요하다 원자력 중장기계획

은 현재 5년 단위이고/ 전에는 10년 딘위였다. 이 기간 동안 연구팀은 변하

지 않는다. 또한 다른 과제보다는 혼같-림이 적은 분야이다. 그례서 매년 실

시되는 평가가 좋게 나와서/ 예산 등의 문제가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다. 향후 띤구 역시 지금까지처럼 지속적이며 장기적으로 연구덤을 유지

해야 할 것이다

3. 소결

원지·력분야의 연구개발 연구는 신뢰의 확보가 중요하다. 기술적 신뢰는

물론이고/ 사회적이며 정치적인 신뢰도 중요하다. 예컨대/ 한반도의 국제정치

역학 상의 복합성으로 인하여 아주 작은 문제까지 콘 정치 쟁점으로 번질

수 있다(이태준/ 이광석 I 2002). 지난 20여년 정도 한반도 국제정치는 /핵/이

라는 단어와 무관할 수 없었다. 북핵 위기와 국제기구의 감시등이다. 다튼

한편으로/ 국내적으로는 방사성폐기물처리장 건섣을 듀러싼 국내 환경단체들

의 반대 운동으로 전 국가가 시끄러웠던 기억이 새룹다 이 모든 문제의 원

킨



인 중 하나는 신뢰의 위기이다. 국가/ 정부와 국민/ 지역주민틀이 서로 신뢰

할 수 없기 생긴 문제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치사회적 신뢰만이 아니라 기초적인 기술적이며 상업적

인 신뢰의 확보가 선행되어한다. 이를 위하여 본 사례의 연구팀은 외부관리

를 통한 기숨적 신뢰를 쌓고/ 특히 보완자블 활용한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정당성을- 축적하였기에 성공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 기술역량 축적을 통한 기술자립과 기술추격이 목적이었고 이를

어느 정도 달성하여 기술 선진곽 수준에 다가 갔다고 본다면/ 앞으로는 과제

는 축격을 넘어서는 탈추격의 연구개발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구개발 전략도 분명히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외부관리

르 통해서 기술역량을 학습하고 기술신되 수준을 제고하는 전략은 지속되어

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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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4 장 천연생약복합조성룰 빼l모힘 개발사려|

제 I 절 문제제기

헤모힘은 항암치료 보조 기능성식품으로 당귀/ 천궁/ 백직-약 등 우려나라

고유의 생약재 3종유 혼합 제조한 순수 생약복합조성물로 생명공학I 방사선

융합기술을 응용하여 각 생약재의 우수성분괄 새좁게 구성하여 만든 선묶질

이다. 이 기술은 미국/ 유럽/ 일본 등에 특허를 획늑한 3극 특허 (Triad Patent

Families)이 기도 하다 4)

본 기술개발사례의 특징은 기폰 선진기술을 습득하는 대신 새모-운 기술을

개발하는 선진형 기순혁신이라는 점과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히는 소비재의

사업화라는 점이다. 첫 번째 특정은 선도형 기술혁신이다. 한국의 기술혁신

과정을 대비하여 설명할 때/ 추격형 (catch-up) 과 탈추격형 (post catch-up)으로

나누고(송위진 외， 2007), 모방(imitation)과 혁신(innovation)이라는 표현을 사

용하기도， 한다(Kim， 199끼 본 사례는 이 분류에 따르면 선도 혁신형에 속할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인 소비재 사업화는 본 사례가 다루는 기술개발이 소비자들

이 직접 먹고 마시는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다 다류식품에서 출발한 헤모힘

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시켜

야 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직접 먹는 기능식품이므로 소비자들의 반응/ 제품

을 유통시키는 중간상의 역할이 중요하다 이 가운데 고객/ 정부출연연구소

와 기업이라는 삼자의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해 생기는 갈등도 소비재 사업

화의 특성이기도 하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기술 춤자로 설립한 국내 1호 연구소기업5)인 /선바이

4) 임본은 출원한 상태로서 향후 득 0) 획득을 가정하고 3극 특히로 봄. 삼극특허란 OEeD에서 국가밸

특허건수를 비교하기 위해 개만한 지표로 미국특허칭 (USPTO) ， 일본특히칭 OPO) 유란특퍼장 (EPO)

에 모두 등록되어 있는 특허듬 박힘'. 2005년 총53，000여신의 삼극특허 중 국가별 선유융은 미국

31.0%, 일본28.8%， 독일11.9%， 한-:'';-6.0%， 프랑스4.7%， ‘싱국3，0% 순으로 나타넘， 이들 6개국가가 차

지하는 점유율은 약 86%임(20070EeD 특히 통제/ 특허칭)

5) ，연구소기엽’이란 특구 안의 국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식집 시입

화하기 위하여 자본금 가운데 20퍼 센F 이싱을 출지히여 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을 말합(대녁트

m

ω



오텍/이 전연 생약복합 조성플로 면역조절기능이 탁원한 /헤모.힘 r의 사업화

그과정을 분석하여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공요인/ 문제점 f 해질노랙 등을 파

악해 본다.

제 2 절 사례내용

1. 연구개발 배경 및 펼요성: 위기를 기회로

한국원자렉연구소의 분야는 크게 빌전분야와 비발전 분야로 대별된다 발

전관련 대형 에너지공급파 관련된 장기 프로젝트가 대부분인 원자력기술의

특성상 타 춤연(연)에 비교히여 연구 성파불의 기술이전이 저또한 편이다. 이

는 이미 기숨이 한수원， KOPEC 등파 공동소유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관련 성과지표(기술심시계약 건수 및 기숲j-E 수입 규모 등)가 상대적으로 저

조하여/ 기관평가 시 기술이천파 핀던된 평가 점수가 평균에 미달하는 위기

륜 겪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기 위해 연구소는 1998년도부터 연구성과물의 사업화

조직을 강화하여 기술이전 성과룹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심도 있게 겸토하

였다 그 겸파 출연(연)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기존의 기술실시계약에 의

힌- 단순 기술이전방식에서 탄피하는 방식윤 모색하였다. 따라서 기술개발자

인 출연(연)이 연구성파룹의 사업화에 직접 참여하여 사업화 성공갈을 획기

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기술출자세도를 줍떤(연) 최초로 새롭게 도입하게 되

었다.

그러나 기존에 존재하는 연구소와 기엮의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더욱이 연구소 기숨을 사업화로 연결하는 과정에서 존

재하는 소위 /죽음의 계곡'(valley of death) 을 극복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과

제 였다(Kingan ， 2003).

구법 제2죠재5호1 시행령 제3조저12항). 2007년 12윌 딸 현재 설립된 연구소기엽은 선바이오텍 l 한국

기계연구원의 ’템스l/ 한국표준과학연구원의 , ;<11 원새과텍/ 등 6개 기업이 있다ρ008.1 기준)

- 40 -



〈도표 4-1 > 연구소와 기업의 문화 차이

여구소(대학)

。 아이디어

O 연구실 & 학생

。 분석적 & 과학적인 전문성

。 과학 & 기술 지식

O 지식 창출에 대한 관심

。 연구결과의 받표

。 학계에서의 명성을 중시항

기업

。 자원/ 문제

O 데이타

。 상업화를 위한 전문성

。 시장 지식，’현실”세계 중심

O 응용에 대한 관심

。 연구결과의 독점

。 시장에서 성공을 중시함

죽음의 계곡이란 발명이나 아이디어에 관한 시장성 인지와 사업회-간에 존

재하는 차이를 말한다(Markham， 2002) 모든 기업들은 기술개발에 펼요한

자원/ 인력 I 조직구조륜 갖고 있다‘ 이들 요소는 그림에서 계곡의 죄-측에 있

다 마찬가지로 기업들은 사업화 활동에 필요한 내용인 마케팅/ 판매/ 측진/

생산r 유통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I 이틀은 그림의 계곡 우측에 존재한다.

<도표 4-2>에서 보듯 연구자나 교수들은 관심이 연구와 논문받표 등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원들을 기술개발의 앞부분에 투자를 한다. 반떤 기

염틀은 사업화에 대부분의 자원틀 투입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과 같이 가운

데는 상대적으로 자원투입이 부족하며 여기에 죽음의 계곡이라고 불리는 취

약 부분이 나타나게 된다. 연구소 기업은 기쓴에 기술을 개발한 연구원틀-이

기업들에게 기술을 이전하고/ 다른 연구에 전념하던 것과는 달리/ 힌- 견음

더 니아가 기술이 제품 및 시장으로 나가도록 기업의 사업화파정에 적극적

으로 개입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죽음의 계각의 폭은 <도표 4-3>처

럼 상대적으로 좁혀진 상태로 볼 수 있다 죽음의 계곡을 넘는 방법에는 여

러 가지가 있으나/ 크게 보면 창의적인 연구자/ 파트너기업/ 연구소의 적극적

지원 등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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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곡문제점:죽음의일반적<도표 4-2> 연구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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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은 미국/ 이스라엘 등 벤처선진국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

며/ 이스라엘의 유명한 정부춤연연구소인 /와이즈만 연구소’(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를 선진국형 모델연구소로 선정하였다. 와이즈만 연구소

는 영 리조직 인 Yeda Research and Development Company Ltd.륜 설 립/ 운

영하고 있으며/ 이 회사는 와이즈만연구소의 모든 기습의 이전에 대한 권힌

을 위임 받아 이를 바탕으로 벤처보육/ 창업지원/ 직접투지- 등을 수행하고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소는새로운 사업화 영역으로 발전분야 대신 /비발전 분야/

를 선택하였다 그래서 원자력연구개발 중장기사업의 방사선이용기술(RT) 연

구 성과를 생명공학기술(BT) 및 나노기솔(NT) 등과 접목하여 개발한 신소재

와 복합첨단기솔의 산업화플 추진키로 결정하였다

공동 파트너로는 기존에 연구소와 긴밀한 관계릅 맺고 있던 (주)한국콜마

가 정해졌다. 한국콜따로부터 2002년 8월 산.연공동출자회사 설립 사업계획

서를 제안 받아 사업타당성분석을 완료하고 연구소 정기이사회(2002. 12. 2끼

에 ”벤처회사 공동 설립 계획”을 보고하여 직접투자를 통한 출지·회사 섣립

옥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었다.

설립 초기 출자대상기술의 효율적인 사엽화듬 위하여 떤구소는 기술뿐만

아니라 필요한 현금 자본-도 한국콜마주식회사와 공동으로 둡자하는 빙-안을

추친하였다. 히-지만/ 당시 몇 가지 문제점/ 예를 들어 연구분위기의 저해/ 현

금 조달의 한계/ 기업화 실패시 책임소재 등이 지적되었다 이같은 리스크

때문에 정부는 현금 자본 출자에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였고/ 연구소는 정

부와의 오랜 협의 끝에 많은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는 『기술-출자』 방식을

차선안으로 확정하여 추진하였다. 2004년 2월 정부출연(연) 최초로 연구성과

물의 사업화륜 위한 기술출자회사 (주)선바이오텍을 설립하였다 그리고 대덕

특구 출범이후 연구기관의 축적된 역량올 사업으로 연결하려는 목표하에

(주)선바이오텍은 2006년 3월에 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의 제1호 연구소기업으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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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4> 대덕특구의 연구소기업 현황

연구소기업 설립승인일 출자기관 사업·분야

선바이오텍 2006년 3월 30일 한팍원자력연구원 생명공학/건강기능식품

템스 2006년 12월 19일 한팍기계연구원 매연저감장치

재원세라텍 2007년 5월 29일 한국표.준연구원 강화 세라믹

오투A 2007년 7월 23일 한국전자풍-신떤구원 자동차 진단 서비A

매크로그래효 20071산 7월 23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 컴퓨터그래픽

KRTBB-이노샘 JV 2007년 12월 28일 한국생명공학연구윈 신약개발

자

〈도표 4-5> 기술이전방식과 연구소기업의 차이

기술이전 방식 연구소 기업

。 기술실시계익:에 의한 단순 기술이전

방식

。 기술이전 이후 연구자는 지속적 개

인 연구에 전념 가능

。 연구개발지-인 연구소가 연구성과물의

산업화 과정에 직접I 계속 참여

。 이전기숨에 대한 개량기술의 연구개

발을 병행

。 기솔출자로 말생되는 수익을 연구개발

재투자비 및 연구원 인센티브 둥으로 활용

。 연구원의 똥기부여를 통한 연구성과

묵이 최 ;<:-1 하사c -I c -, 0 。

。 단점 1 공익과 이윤추구의 상충(해모

힘 같은 소비재 재푼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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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6> 주요 기술사업화 방식의 특징 비교

구분 기술실시계약 교수· 연구원 창업 연구소 기압

목적
O 민간에의 기술이 진윌· 통한 O 교수 · 연구윈의 창업을 0연구기핀이 직접 참여하여

사입회 통한 사업화 촉진 사업화 촉진

운영 。연구기관과는 별개의 민
。연구개발에 참여한 인

。연구기관과 민간이 공동으

방식 간기업이 사업화
구원실험산기업 등의

로 설립한 기업이 사업화
창업자로 직접 사업화

기술

사업화 。기술실시계약 0 기술실시계약 。기술출자(기타 자산 출자)

~ιr td- \
、

。기술료 지불

기술 。기술료 지붙 - 최소 투입연구비에서 최 。매당남 및 지분 매각 매금

사용 - 최소 투입연구비에서 최대 대 매출액의 3%-5% - 수익급에 대한 배당

대가 매출액의 3%-5% 수준 {(ilTZ} - 주식의 처분대금으로 회수

*기술료에 대한 감연 지원
、t

、노 jκ 。기관·밴로 걸정 · 운영

。 정부 납부분(20%)
O 연구소기업 재칸자/ 연구개

。 정부 납부운(20%) 발에 대한 투자/ 사업화에-zir‘ ~、~ 二i=L
。연구원 인센티브(50%)

。연구원 인센티브(50%)
필요힌 경비/ 기여 인랙 및

사용 。기타 연구개박퉁 기관
。기타·연구개발등 기챈-사용

사용
부서에 대한 보상금t 기관

운영정비 사용(시행령 14

f /1
조)

‘
O 기술게받을- 개발한 연

0기술출자에 따른 사업 타
O 기술이전 전차기· 단순 · 간편 구인력이 직접 기업을

。이전대상 기숭에 대한 사 경영하므로 후속개발/
당성 분석 퉁 적극적인 사

업타당성분석 둥 사업화 사업화에 유리
업화 추진 가능

트-1;λ3 를 위한 사전제획이 미홉 。연구기관 입장에서는
- 기술의 가치평가， 사업성

(장단점) (소극적 I 수통적) 기술실시계약방식괴 큰
분석 퉁 객관석 절차 필요

。 연구기관이 사엄화에 직접
。기술개발자가 이전 기술 차이는 없음(내부직원

침·여힘으로써 이전 기술의
에 대한 개량기술올 계속 에 대힌 인센티브에는

지속적인 개발과 개량화 가
개발y 지원히-는데 한계 한계) '-

。

연구 。연구원 파견근무/ 기한지도 。연구윈 휴직I 겹식 。연구텐 파견딘무/ 기술지도

기관 。연구원 겸직 O 창업보육센터 등 입주 。연구원 휴직/ 겸직

지원 *혐동연구개발촉진법 * 벤처 특별법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정부의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

특별조치법 성에 핀-한 득별법
-~.AJ - 인력， 기엽설립， - 새제지원/ 국유재산 사용
지원

- 지금지원(정책적) - 자금지원(정책적)

자료 대덕연구개넬특구지원본부(2007)， 연구소기업 제도안내， 파학기깐부， 10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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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바이오택의 설립과 헤모힘 출시

선바이오텍은 2004년 2원 원자력연구원이 연구개발 성과물인 I항암치료

보조식품 제조기술/ 및 l나노기술을 이용한 화장품 관련 특허기술’ 등 기술 2

종을 출자해 힌-국콜마와 공동 설립한 연구개발 전문기업이다. 대덕특구 출범

이후 2006 3월 과학기술부로부터 국내 1호 연구소 기업으로 공식 승인을 받

았다

<도표 4~7> 선바이오텍 설립 주체와 제품

기술출자

한국원짜력연구소

- 뼈#빼빼빼빼i벌

자몬줄자

싸λ'.v.R 한국콜마
T ~빼arKor뼈

'01.09
선

바
'03.11

이l
'04. 1

오
'04. 9

택
'06. 6-'04. 3

'04 ‘ 9

혜 '06. 8

.£. '06.12

협 '07. 5

’07.5

I '07. 7

〈도표 4~8> 선바이오텍과 헤모힘의 진행과정

한낚뭔자력연구원/한국콜마 기술이전 협약체결

(고기능/ 고순도 녹차추출윌- 제조기술)

한국 원자력 연구원 이사회 의결/상호 MOU 작성

한국콜nν후}국원자벽연구원 공동출자 협직키업셜립 약정식 선l:l j이오텍 섣립

우수기숨기업 - 기술신용보증기금/벤처기업등록 - 중소기업청

과학기술부 송인 대덕 연구개발 특구 1호 연구소 기업선정

식품소분/ 판매업(유통전문판매암) 신고/ 해모힘 생산 판매

식품연구소 등록완료

헤모힘 건강기능식품 개별인정형 심사통과

건강기능식품 전문 제조입 허가

개별인정형 건강기능식품 인정 3건

밸류업해오힘 당귀 등 혼합추출물 외 1건 기능성표시 및 광고심의 통과

굿내 최대 건깅식풍엽세인 D시- 등과 띤·매대행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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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출자제도는 상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현뀔춤자의 범주에 속하는 출자

방식임에 따라 제도는 이미 만들어져 있었으나 기술출자가 활발하게 이루어

지지 않은 이유는 단지 출연(연)이나 산업체가 효율적인 연구성과물의 이전

방식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은 이유에 있다고 볼 수 있다. 기업이나 출연(연)

둥이 기술출자제도를 이용한 실적이 거의 전무한 결과로 인하여 상법상의

현불출자(특히/ 기술출자와 관련한 사항)와 관련한 법 조항틀이 세세한 부분

까지 담지 못하고 있어 미 개척분야인 기술출자를 처음 추진함에 있어서 어

려움에 직면하기도 하였다-

한국원자력연구소가 확정한 기술줍자 추진방향에 따라 우선적으로 출자

대상 기술에 대하여 국가공인기술평가기관언 기술신용보증기금(대전기술평가

센터)으로부터 기술가치평가를 받아 출자할 기술의 가치블 확정하였으며/ 기

술출자제도의 근거 마련올 위하여 과학기술부 소관 /원자력 연구개발 사업처

리규정/을 개정 (2003. 7.14)하였다

이후 한국콜바주식회사와 공동출자회사 설립과 관련한 기본합의서플 체결

하고/ 연구소의 내부절차(연구업무심의회 안건 상정 의결/ 이사회 안건 상정

의결 빛 과학기술부 장관 승인)를 거쳐 기술출자를 최종 확정하였다.

“기술촌자 추진과 관련하여 연구소 공식 칠차를 환료한 이후 사업 파트너인

(주)한국콜마와 공동출자회사 설립약정서 및 정관 합의라는 또 다른 난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공동출자회사 설립이 가시권에 들어오자 한국원자

력연구소와 한국콜마주식회사는 공동춤자회사의 경영과 관련한 세세한 약정

서 및 정관 조문 하나 하나에 신경윷 곤두세워 합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

다. 이러한 문제는 상생의 파트너로 인식해야할 산업체와 연구소가 기술춤자

제도를 통한 연구 성파물의 산업화를 처옴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동출자회사

의 경영과 관련하여 서로에게 보이지 않는 경계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

다" 6)

많은 어려움을 딛고 2004년 2월 한국원자력연구소의 기술출자 지분 3억 7

천8백 만 원(지분율 37.8%1 출자 기술의 가치평가액)과 한국콜마주식회사의

현긍출자 지분 6억 2천 2백 만 원(지분율 62.2%)1 총 설립 자본금 10억 원으

로 정부출연연구소 1호 t연구소기업/인 (주)선바이오텍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회사의 경영진은 한국콜마 출신인 김치봉 연구소장이 사장으로 선임되었다.

6) 박·싼F 팀장 인터 뷰(2007.12)

- 47 -



3. 헤모힘 기술개발과 사업화

헤모힘은 원자력연구원 정읍- 방사선과학연구소 조성기 박사팀이 지난

1997년부터 8년 여 연구 관에 개발한 친연생약복합조성물이다. 당귀·천궁 백

작약 등 한국 고유의 생약재 3종음- 생명공학파 방사선 융합 기술윤 이용해

혼합 제조한 복합추출붙이다. 연구덤은 헤모힘이 생약재에서 단순히 성분올

추출한 것이 아니랴 생명공학·방사선 융-합기술을 이용-해 각 생약재의 우수

성분을 밝혀 새롭-게 구성해 탄생시킨 신불질이라쓴 주장이다.

특히 헤모험은 방사선 빛 항양1-제 치료의 부작용올 빙지하고 면역세포 회

복 증진과 조혈 기능 활성화 등꽉 통한 항암치료 보조 효과가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다. 2004년 미국 식품의약청 (FDA) 검사에서 농약 중금속 퉁 독성물

질이 검출되지 않아 안천성음 입증 반았고/ 이미 국내 득허 2종이 등록된 데

이어 미국·영국 독일·프랑스 이딸리아 특허 등록올 마쳤고/ 일본에도 특허신

청을 해놓은 상태이다.

"2006 년 8월 굿내 고유의 기솔로 개발된 생약복-합조성붉로는 최초로 식약

청으로부터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증’윤 받았다. 또한 2007년 5월에 ’건강기

능식품 원료 및 제품기준규격 인종’윤 취득하고， ’간강기능식품 제품 기능성

표시 빛 광고에 대한 심의 l까지 통과해 제품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절차를 모

두 완료랬다" (김치봉 사장)

”헤모힘이 건강기능식품 7)으로 인증 받음으로써 상용화 길이 열렸다. 앞으

로 추가 임상시험윤 동해 조혈기능 증진 효과를 익l 증하고 암치료 보조제 통

의약품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륜 계속 하겠다" (조성기 박사)

2007년 헤모힘 판매 15억원을 포함 화장품 및 원료 등올 통해 34여억 원

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는 선바이오택은 향후 헤모힘올 건강식품 뿐 아니라

기능성 화장품 등에 이용할 계획윤 갖고 있으며 I 2008넌 50억 원/ 오는 2010

년 100억 원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

끼 기능성 식품이란 t 식퓨의 성분이 생세잉·이t 신체리듬조철， 질병의 예망과 회복 등 생체조걷기능을

발현하도록 설계I 가공펀 식푼’을 발한다.(일본 후생성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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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추이4년간선바이오텍의<도표 4-9>

-- -
-'"느 "~
‘,=- -I' C:::식품다H졸졸매졸 cH 바

Z
*{

」
4.8'J J ，디낀o

3.475.9933.588 ,000

츠 .8JO ，:::I낀o

그 50딘.1J::lD

157¢ 1711;::46 ,048
L290 , 351

547.553

。。

l ,580 ,:J 00

1.08

1 'JClQ 다;)0

참고: 식품은 대부분이 헤모힘이며， 식품이외는 화장폼 및 원료임

i

‘ , ....
총매출연도 ...r '

/ 식품 비고
」

2004년 / 847,889 420,059 닛x
2005년 1,290,351

욱~ ~굵f
497-486 괜

2006년 1,248,048
、、e

405,289 1
2007년 ---~ 3,475,993 - -"1,578,171

합계 6,862,281 2,901,005

405289
497 .48b4 그 8 ，059

500 ,800

1007 -~200b-'"그。0':，-킥1084걱

/ζ} 흑ε 。, p-다류(짜폈’[)

7월부터

있다

액상추-출헤모힘을2007년 상반기까지는

기능성

설명하게 됨으로써

선바이오택은

판매칠 표효과와2007년님l-~
'I:: '-허기-를

매출이

식품으로했지만/

공식적으로

로

<도표 4-10>에서

매출을6천만 원의

이후부터

L .7~ _~..,:I -.
조~-τ)'or..l.!.

4천만 원에서

을느。

바와 같이 2007년 6월 까지 월평균

기록하였으나/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식품

보는

1.2억6월님l-.Q..
t= '-허가플

보면 2006기록하였다 연간 매뜰에서

4배

두 배 정도 증가한 매출을원의

년도 4억 원의

-1.4억

급증

시장

가까운 15억 원으로

그있어공략하고시장의 일부만을

며
넉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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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는

현재 헤모힘

비해매춤에

하였다. 김치봉 사장은



잠재력은 매우 크다고 밝히고 있다. 선바이오택은 건강기능식품 이외에도 화

장품I 소재분야 등 다양한 아이댐을 개발하고 있다.

<도표 4-10> 2007년 헤모힘의 월별 매출 추이

(기능성 식품허가 2007.6 이후 급증)

2007년 좀매졸 대비 식품매출
조 ....j;줄

46S.6~응

-
툴

A

「

328.26 ~，

~.~9.74 30J‘800

300,000
'!77853

160?,96155271

21J 18~ 220.?15
197335

209 S76 lS0.000

:6.761 159 ,658 ‘153.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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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헤모힘 연구개발과정: 헤모힘 기술의 독특성(TPM의 T)

사업화가 성공하려면 우수한 기술(1: Technology) 이 제품(P: Prod니ct)으로

연게되고 이것이 시장(M: Market) 에 잘 적합해야 하며/ 이를 TPM의 직함도

라고 부른다 생약복합조성불 헤모힘 (HemoHIM) 은 국내 고유의 식용가능 생

약 3종(당귀/ 천궁/ 백작약 뿌리)음 원료로 하여 떤역증진성분을 강화시켜 개

발한 조성물질 특허기술이다. 이는 보편적인 원료를 사용함으로써 가격 및

수출 면에서 경쟁력이 있고/ 국내 건강기능식품의 면역기능개선부문에서 제1

호로 식약청 인중올 받았다(2006. 8). 주요 용도는 노약자/ 병후 회복자 등의

면역기능개선/ 암환자 치료의 부작용 개선에 활용된다. 면역체계의 복잡한

특성상 단일물질의 기존제품은 그 개선효과에 한계를 보이는 단점이 있으나/

/헤모힘/은 복합조성물로서 그 효능이 닥월한 것으로 입증되었다(조성기/

2007) 、

기술의 구체적인 활용분야 즉 시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약자/ 병후 회

복자/ 만성질병자 등의 띤역기능개선 및 예방에 활용된다 둘째/ 암환자 치료

의 부작용(띤역조혈장해/ 채생조직 손상r 염증/ 피로 등)의 개선에 활용된다.

헤모힘은 방사선에 의한 띤역조혈계 및 재생초직 장해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새호유 생약조성감로 연구개받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원자력중장기 과제로서 1997년부터 5년간 면역조혈계 및 재생조직

장해를 동시에 극복하는 복합물 개발연구가 이루어졌다('97-'02). 이 과정에서

생약(3종)복합물의 유효성분 강화로 새로운 생약조성물 헤모힘 (HemoHIM)

개발되었고f 방사선에 의한 장해 경감/ 동물 효능 검증(면역세포수/기능 및

재생조직 방호 회복촉진효과/ 생존율 증진/ 암발생 억제 효과) 등이 이루어졌

다 하지만 새로운 환경변화로 건강기능식품법이 발효(2004년 1월)되어/ 건강

기능식품은 환자적용이 제외하도록 되었다

둘째/ 원자력 실용화 과제로서 상용화를 위한 효용성 확대 및 제품화 연

구가 진행되었다('03-'06). 떤역억제제 (CP) 투여 및 노령 동물모델에서 저하된

띤역기능 회복 및 효능 겪증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염증반응/ 알러지

반응/ 자외선 피부손상 억제 동물 효능 검증 등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준건

강인을 대상으로 띤역기능개선 임상효능을 검증하였다(을지대학병원/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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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1

「
다1
;ζ

취득하였다.

강남성모병원) 면역기능개선 건강기능식품 인증절차를 완료하였고I KFDA로

건강기능식품 원료 인정을 취득히·여 국내개발 생약조성물 1호/ 면역기

효능인정 ]호가 되었다(2006년 8월 17일). 그리고 기능성 표시내용으

로 l 변역끼놓개선에 도움음 출 수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 가능하게 되었다-

선바이오택은 제품 2종에 대한 제품기준규격(QC/QA)의 인정 (2007년 5월

광고심의 또한 통과(2007년 5월 22일)하여

부터

능개선

7일)을 받았고/ 기능성표시

약청의 인증을 모두

〈도표 4-11> 복합조성물(HM) 제 z ~A-‘c> d

식용가능한 3졸의 식물소재 혼합물

코

정

이루어지고

이 과정이

매우 길었고I 이 때

혜모힘의 제조방법은 1) 통량의 당귀뿌리/ 천궁뿌리/ 백작익: 뿌리를 정제

수에 첨가하고/ 중탕l 냉각/ 여과뜰 거쳐/ 감암농축후 여과한다. 그리고 1) 의

원료 일부에 주정을 처분하고/ 정치한 후 조다당체 회수 과정을 거치고 I 1)과

2) 의 원료릅 배합하는 과정을 통해 복합조성볼 헤모힘이 만들어진다 .8)

이상 헤모힘과 관련한 연구개발과 사업화 관련 환경변화와 대응노력을

리하면 <도표 4-12>와 같다. 2002년 가을 사업화를 위한 기획이

사업형태로 진행되는데 약 1년 반이 소요되었다. 김치봉 사장은

식약청 언증을 취특하고 사업을 시작했다띤 2008 년엔

스닥에 진출할 만류 성장했을 것이라:.il 밝히기도 하였다.

8) 식픔의익품안정청의 건강기능식품 원료 또는 성분인정서 (2006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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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는 2004년 효능컴증이 미비한 건강보조식품의 난립 및 과대광고에 의한

소비지- 폐해를 막기 위해 과학적 효능검증 심사와 광고문구 심의를 거쳐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하는 법률이 발효되고(1월)， 2004년 7월 세부시행규

칙이 시행되었고， 2005년 고시 개정되었다.

〈도표 4-13> 사업화 과정에서 겪은 연구자의 노력

구분

건강기능식품 원료

1차 제출 | 인정 신청서
(2004. 9. 23)

건강·기능식퓨 원료

인장 신청서

(2005. 4. 25)

료원

9시S
포
n
치
Q
」

식

시
」3챔샘M

건

-
줄

제차이J

인정취득

제품 생산판매륜 위한 식약청

절차 진행 (07년 9월 시판)

허가취득

젤울켈홍
。"면역조혈기능 개선”과 “산회-적 손상억제” 기농
성에 대한 원료 인정 신청

o시험관내 및 동물시험 효능 검증 결과룹 근거
지·륨로 제출

。식약청으로부터 보완 자료 요청 (2004. 12. 08)
- 원료의 기능성분 합량/ 원료 표준화에 대한

보완 자료 제출 요청

。원료의 기능성분 함량/ 원료 표준화에 대한 추

가 연구결과 보완 자료 저l출
。심의결과/ 효능 집중에 사용된 방사선조사 훈물

모탤은 준건깅-언을 대상으로 한 건강기능식품의

폭적싱- 부적합한 모텔.이므로 적합한 준건강 동

불모탤 연구결파나 준건강인 대상 임상연구결과

추가 제출 요청

O준건강 동룹모델(면익억제제 투여 생쥐모델/ 노

화 생취모텔)파 준건강인 대상 만역기능개선 임
상시험 결과륜 보완자료로 제출

。식약칭으로부터 보왼- 자료 제출 및 발표 요청

(2006. 7. 18)
- 원료의 독성학적 안전성에 대한 근거 자료 제
출 빛 발표 요청

- 임상시험 근거서류 및 임상적 의의에 대한 보

완 자료 제출 및 발표 요청

- 제18차 건강기능식품 원료성분분과 심의위원회
(2006. 8. 14) 에서 보완자료 발표

。“HcmoHIM 당귀등혼협추출물”의 건강기능식푼

원료 인정 취득(2006. 8. 1

。제조공정/푼질관리를 위한 지표성분 보완변경

와료(2006. 10. 1꺼

。제조/품질관꾀 기준인정음 위해 원료 및 이륙
이용한 2승의 컨강기능식품 제조에 대한 식약청
인정 선청 서 제출(2006. 10. 20)

- 제푼 기준-뉴격(일반성분 및 기능성분 기준f 성

분 시힘볍 콩) 및 분석 걷파 자료 제출

- 석약칭으로부터 인정 신칭서 보완 요청 (2006.

10. 27)
- 건강 /'1 능식품 인정서 보와자료 저l쉰(2006. 11.

29): 수정된 기준남격 및 시힘법/ 그 근거자료

및 추가 보와 시험분석 견파 재출

해오힘 기능성 식품 허가 획득(2007.6

A

나
「3



이 같은 새로운 법률 시행으로 헤모힘은 인증을 얻기 위해 노력이 어려움

을 겪게 되었다.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검증 동물 및 임상 시험 가이드라인

의 미비로 인하여 연구추진시 시행착오가 발생하였다. 왜냐하면 네거티브 마

인드로 첸저한 효능컴증 심의절차가 요구되었기 때문이다.

2004년부터 2007년까지 3년간 헤모힘 연구진은 처음에 연구책입자 혼자

서/ 나중에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변서 인증을 받기 위한 노력과 많은

시행착오를 경험하였다. 이 과정은 연구자로서 밤샘 연구이상으로 새로운 도

전에 직변하였다 이 같은 노력은 기술이전만 하는 경우라면 연구자의 몫이

아니었지만/ 연구소기업으로 만들었기에 연구자가 참여할 수밖에 없는 구조

이다<도표 4-13>에서 보듯 약 3년간 수차례에 걸쳐 신청서 준비 제출/ 보

완요구/ 실험 빛 증거수집/ 자료 보완 등올 거치면서 많은 시행착오를 회사/

연구자/ 연구소 퉁이 하게 된다.

(다) 제품챔피언으로서 연구자의 노력

사내 기 업가정신 (intrapreneurship), 기 업 의 창업 정신 (corporate entrepre

-neur ship), 사내 벤처링 (corporate venturing) 등의 용어는 같은 현상을 설

명 한다(Menzel， Aa1ito & Ulijin, 2007). 비슷한 개 념 인 제품 챔 피 언 (Product

Champion)은 중요한 잠재력음 갖고 신기술과 시장 기회를 인식하고 자신의

프로젝트로 수용하고/ 볼-두하며 다른 사람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프로젝트

를 적극 수행하는 사람을 의미한다(Markham， 2002). 제품 챔피언은 조직내

신제품 개발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틀 챔피언이 축음의 계곡음

넘기 위해서는 다음의 9단계를 넘을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파

연구에서 사업가치 발굴，@ 제품으로써 발견물 증명，® 주목할 만한 비즈

니스 사례를 통해 잡재력 전달，@ 잠재력올 보여졸 자원 획득，(5) 위험 줄

이기 위한 자원 이용，® 공식적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승인 구하기 ，(J) 승

인 기준에 맞게 프로젝트 수정，® 프로젝트- 수정여부 결정，® 개발/제품

출시 등이 있다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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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14> 죽음의 계곡을 넘기

Formal
Proce~

Champion

φ
U〔
-
φ그
一
←
E
-
φ〉
-
#
0
-
φ
α

Devel야::ment J Market
Demonstrate, Process

Potential

Approval

Level of Devel야::>rnent

자료: Markham(2002)

죽음의 계곡을 건너기 위해 챔피언은 앞의 9 단계 모두를 성공적으로 수

행해야한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데 있어 아떤 보상도 원조도 거의 없기 때

문에 챔피언틀은 그 프로젝트에 대해 열성적이어야만 하고 필요한 추가적인

일도 기꺼이 감수해야한다. 또한 어떻게 프로젝트뜰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과 역팽:도 필요하다. 낮은 열성음 가지고도 어떤 사람들은 프로젝트슬

승인받고/ 이행하기도 하지만 개발된 능력과 우수한 실적/ 그리고 다년간의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있는 챔피언들야 훨씬 성공할 확률이 높다

챔피언의 능력은 기술적인 것에 근거로 하는 것도 아니고 자료를 기초로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그들의 프로젝트 운영 능력에 근거한 것도 아니다.

챔피언은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데 싱·향식 영향력과 수평적 영향력을 발휘해

야한다. 대부분의 조직은 개인이 그할의 직접적인 깎독 범위를 벗어나는 것

을 좋아하지 않는다 사선 어떤 조직뜰은 그런 행동을 반항적이고/ 용납할

수 없는 행동으로 여긴다 프로센트 후원윷 요청하는 일은 꽉특한 능력이 요

구되는 민감한 철차라 할 수 있다. 이런 능럭은 프로젝트 승인을 따는 일/

챔피언들과 프fE젝트 리더들을 구빨하는 능 i객을 포함한다. 또한 효과적인 전

술과/ 리더십 관계 정립/ 비즈니스 사례 적기/ 프로젝트 운영 능력/ 반대 세

력 극복 퉁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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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알려 진 전술 사용을 보여주지

기술/ //정치적인” 행동I 자신 있는

이
샤수효과적일

효과적인 전술

챔피언들에게

이런 전술들은

•

연구는

않는다. 능력 I 거래

요청/ 상위 기관에의 요구/ 불법(비밀) 활동들/ 강압적인 활동/ 합리적인 논쟁

들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챔피언이 이끄는 프로젝트를 지지하는 사람틀에게

발표

지지하프로젝트를이런 전술을 사용하는 것은 사실 그런

감소시킨다. 특히 강압적인 행동과 상위

영향을 주기 위해

의지를 ~ ~i -.9
-ι~ 0 '-기관의는 사람들의

특히 챔피언의 동기를 손상시킨다

관계 정립

스폰서를 촉구하기 위한 직접적 시도가 부정적인 결과를 낳더라도

정립의 효과는 명백하다 오랜 접촉에 대한 기록 리스트와 친구 목확에 대한

관계

•

보보통 마케팅 직원들이정립하기 위한 노력의 산물이다관계리스트는

필요한 자원을 지키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들의 개인적인 관계를

것이다. 기술자들은 그들의 성격적 특성으로 회사의 다른 분야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광빅위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다. 챔피언들에게기술 분야의
'-;:셔 。

。"-j τ:유한 이런

이용하는

않다 네드워킹과있지

능력이배워야하는챔피언들이 훈련과정에서。1 느二
λ"-'-잠재력관리는유대관계

배합할 지/한 어떻게 수집한 것틀을바꿀 수 없는빨려다 개인이 성격을

수단을 활어떻게 장올지 아는 것은 단순한 운영관심을 표출하는 사람들을

소수의 사람들만이 천성적으로 판매원의 자질을 타고 나지만 자신들이 하

것에 비잔을 가지고 있는 개인뜰은 그런 것 없이도 그들의 아이디

나타낼 수 있다. 챔피어닝 활동을 촉진하길 원하는 스폰서나 다른 사림-

용하는 문제다.

。1 느;
/、λ'-그l

하여금

것은 스폰서의

노력해야 한다. 챔피언들로

어를

네트워킹 능력과 유대관계

그들의 접촉파 일에 대한 유대를 확장시키는

형성에E드 。
E τ-

요
2-3느

」
도
닝

。-E거
〈

한 역할이다.

7fR
>

비즈니스 사례 적기•



챔피언의 내용은 비즈니스 사례블 발전시키고/ 확신시키는데 집중한다 겉

으로 보기에 많은 기술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낯설게 보일지 모르지만

비즈니스 사례적기/ 유대관계 형성 등은 사실 배울만한 능력이다 거기엔 챔

피언이 표준 훈련과정에서 배울 수 있는 형태와 내용이 있다 비즈니스 사례

를 만드는 것은 기술 시장에 대한 통찰력을 챈피언들이 시작하려는 것과 바

꾸어 놓지 않는다. 영향력 있는 사례 적기는 아이디어블 다듬고 개선시키며

의사 갤정자가 공정하게 그 아이디어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챔피어닝

을 촉진하결 바라는 스폰서들과 기엽은 많은 방법으로 사례 준비볼 도울 수

있다. 첫째/ 사례블 준비하고자 하는 챔피언뜰에게 직접적인 훈련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둘째/ 사례 적기에 필요한 역량이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

업과의 접촉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셋째r 기업 내부인들로 하여금 챔피언

들이 사례를 준비하는 것에 참여하고 원조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할 수 있

다. 내 · 외부의 정보에 접끈하는 것은 챔피언블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어려

운 문제 중의 하나이다.

프로젝트 운영

프로젝트에 펀-한- 비전을 분명하게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이 프로젝트를 사

실적으로 질 관리하는 것이라고 보장하진 않는다.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챔피언들은 대부관의 작업올 수행하고 이이디어의 가능성에 대해 설명한다.

이것은 한정된 자원의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사용을 요구한다. 프로젝트 운영

능력은 프로젝트의 뛰어난 가능성을 밀해주진 않는다j 이런 능력은 단지 아

이디어가 가능성에 도탈하길 도와줄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챔피언

들은 프로젝트;를 어떻게 운영하는가에 대한 상세한 지침에서 이익윤 얻으려

한다.

• 변화를 위한 원동력

챔피언들은 기업 내부의 변화와 핵신의 거대한 원동력이다. 그러나 효과

적이기 위해서 그들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승인되기 전/ 발전을 위해 행

해져야 하는 일이 어떤 일인지릎 아는 것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승인을 위해

어떤 행동올 수행해야 하는지 알아야 한다. 죽음의 계곡 모텔은 챔피언플의

%



도전과 그것을 충족시키기 위해 행해야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 그

계곡을 건너기 위한 각각의 단계는 차폐대로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각각의 스웹은 반드시 수행되어져야 한다. 각각의 단계를 위한

개발 수준은 프로젝트 특성이나 챔피언의 확신에 달렸다. 그 프로젝트가 어

려울수록/ 챔피언의 확신의 정도가 높을수록 그 비즈니스 사례는 승인될 가

능성이 높다

챔피언의 프로젝트는 보랍 있고/ 흥분되는 활동이지만 막중한 책임감이

따른다 만일 누군가에게 자신의 프로젝트를 지지해 줄 것을 부탁하는 깃은

자신의 신용을 걸고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위힘을 갑수할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좀 더 확대하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자

원을 자신의 프로젝트로 전환시킬 때 회사의 성공에 대한 것도 감수해야한

다. 그러므로 챔피언은 무거운 책임감이 따른다 운 좋게도 대부분의 챔피언

들은 이런 도전에 압도당하지 않는다. 그들은 허가기- 되든 안 되든 그 위대

하 작업을 끝까지 관철시킨다

〈도표 4-15> 연구팀의 특허실적

지척재산권 명
1

-fH‘S늬 국가 권리변호

면역/ 조혈기능 증진 및 방사선 망호용 생약조성물 및 그의
프‘)"르--3,; 한국 제0401955호

제조방법

조혈기능 중진 및 방사선 방호용 생약추출불 드o 로「 한국 제0440863호

조혈 및 면역기능 증강 및 망시-선 방호용 기능성 식푼 드。록 한국 제0449655호

항암/ 떤역 및 조혈 기능 증진 효과와 산화적 생체 손상의
드。로「 한국 제0506384호

억제효과를 갖는 생약조성왈과 그 제조방법(식퓨조성물)

항암， 연역 및 조혈 기능 증진 효과와 산화적 생세 손상의
둥로「 한국 제0506396호

억제효과를 갖는 생약조성불과 그 제조방법(약학적조성붙)

IIerbal composition for improving anticancer activity,
immune response and hematopoiesis of the body, and

택” 미국
US 6,964,785

protecting the body from oxidative damage, and the 82
method of preparing the same

Herbal composition comprising Angelica gigantis,
영국/독일

투。L흐「응 /프랑스/ 1466608
Cnidium officinale and Paeonia japonica

이탈리아

The pharmaceutical composition and its preparation
method of herb mixture for cancer inhibition, recovery

출원 일본 2003-187490
of immune system ,md protection of body from

oxidative damage

싱·표퉁콕 HemoHlM 둥 8건 EQ듣료「; 한곽
0557106호~

055711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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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16> 연구팀의 주요 논문

제꼭(게재일자) 집펠자(참여자) 내용

띤역조혈계 및 재생조직의 망사선 손상에 대환
생약복함꼴(HIM-I)의

생약복합물(HIM-I)의 방호 효과 (05. 06. 30)
조성기 외 4영 띤역조혈제 및 재생조직

방호효과

방사선에 대한 생약복합조성윷 (HemoHIM)의 생 약복함조성불(HemoHIM)

재생조직 및 만역계 빙-호 · 회욕촉진 조성기 외 5맹 의 면역조힐계 및 재생조직

효과(0야5.07.30) 방호효과

ImmW1omodulatory effect of a nεw herbal 항암제 투여 생쥐에서

preparation (HemoHIM) in 조성기 외 4명 생약복합조성물(HemoHIM)

cyclophosphamide-treated mice(06.떠.3이 의 연역회꽉 촉진효과

‘

Anti-infIRInmalm-y ActivUit1y of an Herbal
생익:복합죠성물(HemoHIM)

Preparation (HemoHIM) in l~ats (in press) 조성기 외 8명 의 항염증 효과검증

동물시험

Restoration of immllne functions뱀d mi야 1·3':.A
j

71 .21 8~ I생약복합조성몰(HcmoHlM)
by supplcmention with a new herbal 조성기 외 8영 의 노령 생쥐에서 면역

composition, HemoHIM (in press) 균형적 회복 효과

(라) 동기부여

연구자가 성과를 거두는 데는 동기부여기- 필수적이면 여기에는 내적인 동

기부여와 외적인 동기부얘가 있다.

• 내적 동기부여

핵심연구자인 조성기 박사를 포함한 연구팀의 내적 동기부여는 매우 강한

것으로 냐타났다.

“과제기획 평가에서 목표븐 합당하나 추진파정이 비과학적이라는 지적올

받고 충분히 설명하였으나 접수가 상당히 낮아 의기소침하였지만， 매년 있는

연구실적 평가에서 자존선블 만회하펴고 공동참여주체 3인은 열심히 하였으

며 그 결파 해가 갈수확 그 점수가 높아지는 것윤 보며 술 한잔하며 다음 해

의 평가논 더 잘 받자고 의기투합하기를 반복하었던 일도 감회가 새롭다 n

• 외적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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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적인 동기부여는 내적인 동기부여만류 중요하며/ 연구소의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되지민; 이에 대한 명확한 보상원칙이 나타나 있지 못

하다. 계약서에는 선바이오택이 코스닥에 상장하면/ 연구소 보유주식은 해당

연도 말까지 매각해야 하며/ 매각이 되지 않올 경우 과기부장관의 승인 후

연장가능하다. 개발자 그룹의 주식지분 보유에 경우 기술투자액 가운데 연구

자의 지분 50%1 연구원 30%1 정부 20%되어 있으며/ 초과 수익분에 대해서는

기관장이 정하도록 하는데/ 이를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예 1 10%-5%)

(마) 기업 입장

선바이오텍의 탄생온 두 기관간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한다. 모기업인

한국콜마의 연구소장이었던 김치봉 소장은 2001년부터 화장품 소재와 관련

하여 원자력연구소의 변명우 박사와 연구를 진행해 왔다. 화장품 소재를 중

심으로 벤처기업올 만들려는 생각을 가졌으나 소재만으로 기업을 만될기가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망설이고 있었다. 이때 조성기 박사가 연구해온 헤

모힘과 합쳐 한국콜마의 현금과 연구소의 기술출자로 선바이오텍음 설협하

기로 하였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관련법 규정으로 이를 해결히-는데 약 2년

이 소요되었다.

처음부터 연구소 기업 설립이 순탄한 것은 아니었다. 기업입장에서 연구

소 기술에 대해 성공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불확실성 )1 정부기관을 상대해

야 하므로 복잡하고 까다로운 요구가 많다는 걱정 때운이다 그래서 처읍-엔

한국콜 \)1-도 적극적이지 않았다. 이같은 현상에 대해 “욕심이 많아서 그렇지

요 이걸 버리변 양쪽 모두 연구소 기업을 쉽게 만·들 수 있지요”라는 답변이

많았다.

한편 연구원측도 다양한 파트너 기업탐색을 시도하였고/ 대기엽(대상 1 CJI

동원식품 등)에 요청올 하기도 하였으나 한 달 가까이 응답이 없었다 다만

디에서 관심을 갖고 긍정적인 검토를 한다고 하며 상호i바뉴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정도였다 이때 한국콜마에서 사업의사를 제시하

고/ 당시 콜마의 중앙연구소 소장으료 재직 중이던 김치봉 소장을 신설회사

의 사장으로 임명하였다. 선비·이오택의 모기업인 한국콜마의 규꼬와 경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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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기업이 단기간에 성과를 올리고 자리를 잡는데 기여를 하였다. 특히

선바이오택의 마케팅 경로는 <도표 4-17>처쉽 한국콜마의 네트워크와 국내

에이전트로 대별된다.

〈도표 4-17> 헤모힘의 마케팅 경로

SST

{

μ녀
LE←‘국롤口 t

를마L11트워코

Customer

<도표 4-18> 사업 아이템

헤모험 당귀 풍
헤모랴치 OH Herb

기능성식품 및

혼함추출물- .~’‘ 기타제품개발

건강 。H비타민C，
헤모힘 기능성제품개발，

20m l, 4Oml, 60ml 20m\, 401111, 60ml
OH베타카로틴I

피지조절 재푼개발/

기능 액상 파우지 액상 파?-7.j 베타카로턴/ 알로에/
1 OH식이섬유

옥타코시-찮 etc, 제풍개발식품
‘1원자력연구소/ 벙우L l l// 1·i‘ ....~- -

올지벙원 암환자 임싱· S사 공급 유통망 다변화 정책

및 -규전 MKT 휠용

Novel Tea λ생얼 100 No.1 Brand 개발 수출계획

화 독칭적 소재 제형 디자암 중국 진오그룹{Zllel1-A!야어l

장 여성기초 4종ν 2종
여성 5종

MKT, PIT 자료 화장뿜 수출 추진증·

%
비 누， ]- lair, Body 3종 표준화 Skin care, 원쇼계약 18억 아토피，

J:-Iair, Body car얻 여 I 릅-
원자력 연구소 판매 S사 공급 선규·거래처 대비 ’ 07. 9원 경

Fresh <::>manic Herb Nahlral Water Function Item 공동개발 Itern

동서양 야생화 70여종 Phytoncide Water
떤증치 료(i\ctinol)

독창적 소재 제형 디자안
가펴움「량

-까i‘- 확보/ 메쉬멜로우/ Fruits Water
밤지(싸리나듀’-)

MKT, PIT 차료

제
터1 몬맴/ 떼고니아/ DistiJIatcd Water

보습(혹·효모매양액)
표준화 Skin care,

보리지， ~Il el 향 능 。t“the잉앙】... Hair, Body care
-- Uns비u Oit(항균L

세계적인 유기농 허브
Phytoncicle 공략 중점 영업 품목

Kacri , ENP, Le, TPC,

추출 진갚기업 二f춤 KKν1...

자료: 선바이오텍 회사소개 (2007)

- 62 -



회사를 만들땐 바로 사업화가 될 즘 예싱했으나/ 약 2년 가까이 소요되었

고/ 이때 모기업의 지원과 원래 보유한 제품이 있었기에 유지될 수 있었다.

선바이오텍이 처음 만틀어지고 첫해 (2004) 다류식품으로 헤모힘 판매는 월

4천만 원/ 연간 4.2억 원의 매줍을 기록하였다. 2005년과 2006년 역시 약 4.9

억 I 4.0 억 원 매출에 머물렀으나 I 2007년에는 약 4배 가까운 15.7억 원의 매

출 향상을 기록하였다. 이는 식약청으로부터 기능성 식품으로 허가를 받은

것에 기인한다 이때부터 헤모힘의 효과와 효능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

었기 때문이다.

회사가 생각하는 연구소기업의 장점은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기업활농을

도와준다는 점이다. 0:1]를 들어 식약청 승인과정에 갚숙이 개입하여 기능성

원료 인정과 식품허가륜 지원하였고/ 기술에 대한 일반인의 문의에 대해 구

체적으로 설명해줌으로써 고객의 이해를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원자력연구소

는 벤처기업의 특성상 취약한 대외홍보를 보완하고 있으며/ 지분참여로 인해

기업의 연구개발 등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하지만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예를 들어 소비

자와 접촉하는 관계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엽활동과 공익성을 추구하는 정부

출연기관의 이해가 상충하기도 한다. 또한 유상증자시 기업에서 자유롭게 할

수 없고/ 정부기관의 다양한 허가 등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만일

자금이 급한 기업의 경우라면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할 수 있다.

처음부터 사업화를 염두에 두고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2007년

8월부터 시작한 천연불신약개발 과제의 경우 처음부터 컨설팅 전문업체가

참여하여 식약청 규정에 맞추어 데이터 인증 등의 진행블 하고 있다(도표

4-19 친조) . 헤모힘도 처음부터 이처럼 진행하여 조기에 기업윷 설립하고/ 식

약청 인증을 받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다면 지금보다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 것이다. 선바이오택은 장기적으로 헤모힘 기술을 이용하여 천연·불

신약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2007년 여름부터 대덕꽉구의 지원

을 받아 신약연구를 시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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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19> 건강기능식품과 천연물신약의 차이

구분 건강기능식품1)
환자용식품

(특수의료용도식품)1)，지
치여괄 신약3)

O준건강인의 건강-블0 영양보충용 환자식 j。천연불 성분융 이용하여

특징 1 증진시키거나 질병괜0영양보충외의 기능성1 연구 · 개발한 의약품으로
및 l 생의 위험도룹 낮춰| 특수식품(제도 도입 취 서 조성성분 · 효능 퉁이

용도 | 주논 식품 ! 진중)2) 1 새로운 의약품

O국내 2조3천억원 l。국내 3，200억원

시장성 |。국외 370조원 10국외 1-2조 원
。국내 3500억원

O국외 290조원

。식약청 심의 펼요 0환자식: 시/ 문I 구 허개0약효검색

O원료효능인정 심의 (식품위생법 및 축산물|。비임상시험

O제품규격인정 심의 가공법 적용)， 영양쇠。식약청 심의

인허가 。광고표시기준 심의 기준 적합여부 핀정 |。임상시험계획 식약청 승인

절차 O 기능성 특수식푼: 기능10 임상시험

I \\ J 성입증자료요구쐐 10품목허가 신청
I" J 。안전성 유효성 심사

- I 4'" ~ 1
||0 효능인증자료 。영양소 기준 적합여뷔。성분의 구조 및 시험방법

。독성시험자료 판정 | 자료(심층연구자료)
인허가|。유효성분 함량 및 분‘0 기능성특수식푼: 기능'0제품의 안정성 자료

시 석법 | 성인증자료(예상) - I。뜩성시힘자료(GLP 기관)

요구자 。임상평가자료(준건깅~ __ - ~ I。약리 및 효력시험자료

료 | 인센) 1 、~시뇨‘ι、 --~꾀j;ff
기펀관r 이상)

1) 식품의약푼안정칭 고시 제2005-48호 식푼의기준및규격개정 (건강기능식푼)

2) 식퓨의약품안정칭 고시 제2007-31 호 식푼의기준및규격개정 (특수의료용도식품)

3)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7-20호 의약푼풍의안전성유효성심사에 관한 규정

자료: 조성기 (2007> ， 생약초성갚(헤모힌) 이용 사선치료 환자용 식품 상퓨화 및 천연물 신

약 개말연구

(바) 파트너 기업의 선정: 모기업인 한국콜lJ}

연구소 기업의 성공에 파트너 기업의 선정은 매우 중요하다. 한국콜마는

매출 1천억 원에 이르는 중견기업으로서 기술과 제픔/ 시장에서 노하우플 보

유하고 있다 한국콸 01-의 주요 연혁파 규모 등닫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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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4-20> 주요 연혁

'90. 5. 15 。 한국콜마(주) 설립 (일본콜마(주)와 합작)

'96. 10. 24 0 주식 장외시장 등폭 (한국증권업협회)

'97. 1. 17 。 충남 전동 공장 준공

'99. 11. 5 。 유 무상증자 (증자후 자본금 50억)

'00. 4. 14 。 벤처 기업확인 (중소기업청)

'00. 10. 25 。 중앙연구소 증축 준공 (600평 규모)

'01. 9 ‘ 21 。 한국원자력연구소와 신소재 및 신기술 공동개발 협약

'02. 3. 15 0 제약공장 신축 준공(대지 6，000평 건‘파 2，500평 규모)

'02. 4. 9 。 한국증권거패소 신규 상장

'03. 1. 15 。 생명과학연구소(제약)설립인가(과학기술부〉

'03. 6. 13 。 한국증권거래소 KOSPI 200 종목선정
'04. 1. 7 。 원자력연구소와 민.관 최초로 합작법인(주)선바이오텍 설립

'07. 2 0 (주)한국콜마경 인 설 립

〈도표 4-21> 직원현황

직원수
、

.
구분

평괄

관리사무직 생산직 기타 합계 -c.er 'cl "f’:

니EI， 85 110 81 276 3.6
I'

여
」

23 63 43 129 5.9

합계 108 173 124 405 4.3

주요사업은 화장품과 제약이며/ 품목과 매출액 비율은 다음과 같다.

〈도표 4-22> 사업부문별 매출비율

사업
매출유형 τIu R-1L

구체적
주요상표 매흙액(비율)

부’문 용도

상 프n 액티브 uv 효로텍터 씬크럼 마지스레네 6,368(7.5%)

화장품
제 품 후E츠 젤 튜브 #PP401 메이크업 더페이 A삽 47,327(55.7%)

기타매출 링클A탑 아데노신 로션 반제품 더페이〈삽 6,710(7.9%)

소게 60A05(71.1 %)

제약
제품 킨도라제 정 (SOOT) 소염제 유영제약 24,549(28.9%)

소계 24,549(28.9%)

합계 84,954(100.0%

%



〈도표 4-23> 매출실적

(단위 - 백만원)

사업부문 표O 모「 2006 2005 2004 2003 2002

수’줄- 2,846 3546 4,727 5,585 2,018

화장품 내수 57,560 52,933 48,294 49,710 52,755

합계 60,406 56,479 53,021 55,295 54,773

수’줄- ~ ;.一...-- ‘‘‘ 170 ‘
“

제약 내수 24,549 13,587 7,025 1,833 112

", 합계 24,549 13,587 7,025 2,003 112
j

수’줄- 2,846 3,546 4,727 5,755 2,018

합계 내수 82,109 66,520 55,319 51,543 52,867

합계 84,955 70,066 60,046 57,298 54,885

자료: 한국콜마 내부지·갚.

제 3 절 사례 분석

1. 성공요인

헤모힘의 성공요인은 칭-의적 연구자/ 퍼드너 기업의 경험과 적극성/ 그리

고 연구소의 지원이 잘 조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첫째f 연구자는- 매우 창의적인 능력과 열정을 보유하였고/ 팀을 10년간 잘

이끌어 왔다. 또한 연구자가 10년간 한 분야의 연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는

점도 성공요인으로 파악할 수 있다- 이는 앞의 피복관 사례와 마참가지로

PBS 제도 하에서 흔치 않은 경우이다 조성기 박사와 그의 팀은 처음 비과

학적이라는 소리를 둔는 등 어려움에도 매년 가시적 성과를 보이면서 방사

선과 생명꽁학의 융합기숨을 사용하여 생약 복합조성묻블 만들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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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사업화과정에서 까다롭고 복잡힌- 식약청 인증과정과 자료정리 및 제

출/ 소비자들의 항의와 소송에 까지 시달린 점 퉁은 소비자들과 직접 접촉하

는 제품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기도 하다，

둘째l 파트너 기업 경험과 능력이 조화를 이루었다 모기업인 한국콜마는

2004년 당시 연매출 500억 원을 기록하였고/ 다양한 마케팅 경로를 확보하고

있었다. 또한 한국콜미- 연구소장 출신인 김치봉 소장을 선바이오텍 사장으로

임명하여 조기에 헤모힘이 월 4천만 원의 매출을 올릴 수 있었고I 2007년 식

약청 식품허가를 받은 후에는 월 1.5억 원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었다 모기

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증자 퉁의 요구에도 여유 있

게 대처할 수 있기도 하였다.

셋째/ 연구소의 효과적 정책과 지원이다. 발전분야의 경우 기술이전성과기

다른 연구기관에 비해 저조한 점이 기회로 작용하여 연구소기업의 모태륜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 연구소는 대믹연구기관 중 최초로 기술푼자에

의해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모색하였고/ 연구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효과적

으로 실시하였다 초기 지원조직이 갖추어지지 못해 연구자 개인의 노력에

의존하는 현상도 있었지만/ 연구소기업이 특구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면서 컨

설팅 회사의 지원/ 연구소 차원의 지원 등을 확대하였다.

2. 향후 방향

본 사례는 성공적인 기술 상업화 과정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향후에도 원

자력연구원에서 상업화 성공 사례를 더욱 많이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여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해야 한다

(가) 연구소 기업의 성과를 높이는 노력 요구

원자력연구원의 성과는 연구소기업의 탄생만이 아니라 연구소기업의 성장

이 관건이며/ 이 성장의 열매가 연구원들에게 돌아갈 때 활성활 될 수 있다

입지/ 증자/ 마케팅 등 연구소기업의 경영활동 등에 대해 최대한 지원을 해

야 할 것이다.

야



(나) 챔피언으로서 연구자 양성 필요

한전제로사업화를념기 위해 연구자들이 처음부터이는 죽음의 계곡을

챔피 언(Product 다ampion)들이 갖추어

야 조건은 다음과 같다(Markham， 2002).

첫째/ 상업적으로 가치 있는 기술을 인지환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개발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제품

아

조꺼을 갖춘 기술블 탕힘해야 한디.

더 빠른 속도/ 더 값이 싼I 새로 필요로 하는 기능과 같은 기술적

역량

매
페

우위•

비롯

는있

조캔들에서있는 아래

/'
T

짧은 개발 시간

거대 이익 창출 유망

상업화를 지원하는 발병자늘-

이러한 기술들은 원지-력연구원 조직이 가지고

됨을 인식해야 한다

젊고/ 유능한 의욕적인

보호퇴모체/ 상표/ 저작권/ 비밀에 의해

연구원즐

있고/ 노떤한 연구원슬

.

•

•

•

•

n ’ E프
1그 τr•

공동제실습 또는 연구 그룹들의•

찾아냄으로써 위험가진 사람둡을

또는 비공식적인

발명퓨들과 상업화의 실적을

프로그램틀공식적

다이
샤

벤

수

관
일

서
。
출을

•

해야한다.

두 세장의 실행

전체의 내용올

비즈니스 가능성을

즈니스 사례는 경영

디킥 λ1
。 o사항을위하여/다음이를하다.준비하여야사례블비즈니스툴째/

포함하라.

요약해

요약서를

5-10 페이지로

•

에
꺼

간직해라.

만한 이야기를 말하라. 그주꼭할

기악하라.

01 느:
λ，，'-一전달할 수

계획이 아념음

•

•

c
T나열하고/

극적이게 하라/ 그러나 극적인 상테의 도블 넙지 마라.

마음속에 당선의 구체적인 목표를 가진 사례를 적어라.

첫 번째 밑그림 위에/ 당선이 가지고 있는 모든 항목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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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
。그 사례의 질은

그것틀을 편집하라.

사례가 주목받을 만하고 간결해질 때까지 다시 써라，

신이 얼마나 자주 수정했느냐에 달려있다.

그 사례에 대한 다른 사람틀의 의견을 튿도록 하라.

위에서번째 밑그림

•

셋째f 뛰어난 기술윷 뛰어난 제품으로 전환하여야 한다.

당신의 기술 어디에 가장 큰 이접이 있는지 알아라.

당신 기술의 단점과 한계를 알아라.

당신의 미래 사용자가 어떻게

•

•

•

것인지。~ .Q..
c ?-이익을

에 대해 기술하라.

사용자가 어떻게 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지 사실적으로

이점을 거대한 기회나 문제의 해결책으로

특성으로부터기술적•

접는다”히
」

라

식

하

인

i술기•

시장이 기술적

을 멍심하라.

•

명확히차이접올욕구 사이의고객그리고
5 ιι4
=누 'Q가능성과 제품기술적•

하라.

많은 제품 아이디어를 개발하라.

전문가와 함께 당신의 초기 제품 아이디어를 체크하라.

있는 사람들파 함께 당신의 개정된 제품 아이디어를 체크하라

산업

지식

•

•

•

넷째t 시장 기회를 예측하여야 한다. 이륜 위하여 다음 사항을 실천해야 할 것

이다.

선택。
r
i

끄
}
디

제그째
빠
생

→
잦

시장의 크기를 지지할 수 있는 외부 자료를

당신의 제함 아이디어에 대한 사실적인 자료를

할 것 같은 인구 크기를 결정하라.

당신의 샘플을 선택하기 전에/ 당신의

•

•

불어라

가지고르
E

보처。
이
「

고최

。
-
E

l
「
」

틀

r
。

처
n

-

-
。

n

므
ι

-

이
카

전문가들에게•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장할 것이다

당신의 제품을 사용하는 이유에 대해 일·고 있는 사람듭을 인터뷰하라

피하고λ‘1?‘흔르
2.12것은이렇게 하는

채택 가능성을 알고 있는 사람갚을 인터뷰하라.

거대 시장 조사를 하지마라. 그것은 이 개발 단계에서는 부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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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원보

‘-훌빼사려l연구롤장져I 5
방안역량강화연구개발

같이 기술개발

교육에 활용하

기초해 다음과 같은 원자력연

언

히

활

、
피

특

1-

챔

/
-t
‘

사
1
，

0-

신

묵

적

혁

암

극

기

처
「

-
-
-
。
-

랴

략

를

와

원

요

인

지

구

구

필

묵

여
」
연

아
E

페
페
이
터

씬

사

신

개

본

원자력연구원의 기술혁신 사례연구 결과에

연구역량 강화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인력관리

연구자의 특성을 발굴하여야 한다 또한 연구

갖춘 50대 이상 노련한 연구인력의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성공사례를 보다 많이 발굴하여 내부 임직원

구원

첫째 l

옴
)

욕의

의서

과

는

로

력

하

으

능

용

ql
7'

여야 한다.

기술사히
E
--개선이 필요하다.역링:강화를 위한 사업관리둘째/ 기술혁신

t:l\.
E

현유 위한 조직 및 연구팀 운영 개선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f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관리 활성화가 요구펀다 기숨헥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사업관리 등의 내부관리를 개선해 나

싶다 즉/ 창의성개선 필요성을 강조하고위한 사업관리의업화 촉진을

활성화는

것이다

외부관리

나가는

시장수요를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관리를 활성화해 나가야 한다.

새로운 기술혁신 모형으로 주목받는 개방형 혁신올 촉진해

내/ 외부 커뮤니티 활성화를 통한 개방형 혁신을 추구하고 반영

히-고 수요자와의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1. 챔피언으로서의 연구자 양성

신기술과 시장챔피 언 (Product Champion) 은 중요한 잠재 력을

기회를 인식하고 자신의 프로젝트로 수용하고/ 볼두하며 다른 사람으로 부터

지원을 받고/ 프로젝트를 적극 수행하는 사람이다(Markham ， 2002) 제품 챔

피언은 조직 내 신제품 개발의 핵심적 역할올 수행하고 있다. 이들 챔피언이

죽읍-의 계곡을 넘기 위해서는 다음의 9단계를 넘을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

발꿀，(2) 제품으로써 발견찰 증명I 황 주꼭할 만한

갖고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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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1) 연구에서 사업가치



자원 획득，(5) 위험

구하기，(J)

결정，® 개발/제품

승인프로젝트

보여줄

二!2-λ1;<'1
。-， .,

프로젝트 수정/ 뤘 프로젝트 수정여부

전딜-， @ 잔재랙윤

위한개발윤

잔재력

이용，®

통-해

줄이기 위한 자원

기준에

비즈니스 사례틀

맞게이
L

‘

스
。

요구된다.등이출시

수행해야

때문에 챔피

일도 기꺼이

지식과 역량도

성공적으로

윈조가 거의 없기

필요한 추가적인

것인지에 대한

두l모건너기 위해 챔피언은 9 단계

있어 보상이나

열성적이어야 하고

수행하는데

대해

또한 어떻게

언들은 프로젝트에

감수해야한다.

계곡을

한다.프로젝드를

。。-n주{,

추진한-를트체
가갚

이행

수행

스이바τ1
。'-' -c:-‘-,프로젝트를사땀뜰은어떤가지고도열성올

하지만 개발된

낮은필요하다.

하기도 프로젝트다년간의고리고λ1 ;>:.1
2. -"

는~ ;J규 "",1 ° '"‘ 융，1o 덕 J.'-r -r-r '\'..:

높다.있는 챔피안들이 훨씬 성공힐- 확-즙이경험이

。1

λλ연구자품 양성할 필요성이천}피언으로서。1 느二
/‘λ '--

}‘
T1..01 으

U2죽음의 계곡을

가치상업적으로

뛰어난 제품으로

챔 피 언 (Product Champion)틀이 갓추어야 조건은

사레 준비/ 뛰어난 기숲은

다 제품

전환/인지/비즈니스기숲。1~
/아 '--

그리고 시장 기회 예측이다.

계곡을 양성하기 위

이외

인적

연구리더플 대상으로 전문분야의

팀관리역량/ 기숨vl-케탱역량 등올 강화하는

연구자를챔피언으로서。l~
λλ ‘L一

프제「표구
여
」

까~

T넘음

또는

이
「

。””]
-(}{,

연구텀징-

이렇게

해서는

펀1.}~1 역 량/01
A에 연구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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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강화연구인력의내부2.

시작힐

그러나

있었던 것온

있었기 때문이다.

원자력기숨벽음- 보유할 수독자적인원자넥연구원이

확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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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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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하기 위해서는 R&D인력의여라_0_
-, -0 ;-츠관리하고인재갈 효과적으토R&D

것이 필요하다(진병채， 2004). 첫째 t

인정올 받-고자 하는사회적

대응방안을 모섹히는

전문가로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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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가 강하다 특히/ 동일한 전문가 집단의 동료들로부터 인정을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조직의 일과 함께/ 자신이 속한 전문

야의 공동제 구성원들과도 지속적으로 관계룹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툴째， R&D 인재는 무형의 지적 능력을 경쟁 무기로 삼는다. R&D 인재들

근로차와는 달리 자신이 소유한 지식을 경쟁의

대우를 받기 원한다. 그러나 R&D 인재가

쉽게 드러나지 않는 암묵적 지식이기 때문

있는 R&D 조직형 지식경영시스댐을 구축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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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사무직이나 생산직

원천으로 사용하고/ 이에 부합하는

있는 지술 지식은 밖으로

활용할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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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에/ 이를 효과적으로

나가야 한다

인재 확보에 필요조건임에는 분명하지

보상이

우수한 R&D급전적 보상은

충분조건이 될

셋째，

만/ 내재적없다 개인의 자아실현/ 성장감 같은는수
l

비전윤

하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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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도

해줌으로써/ 기존의

제시해

인적자원관리체

충족되지 않으면， R&D 인재확보는 쉽지 않다. R&D 인재에게 성장의

갚만

비전을

주기 위해서 조직 내에 R&D,B 스타 연구원을

방법일 수 있다. 스타 연구원을 키워서 최고의 대우를

연구원들에게 뿐만 아니라/ 신입 연구원에게도 하나의

있다- 이러한 각도에서 스타연구원이나 핵심인재를 관리하는

계를 구축해 나갈 필요기- 있다.

제시해

역량강비핵심인력의강화하다보면/자칫역량강화를중심으로핵심인재

유일의 원부실해질 수도 있다.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국내화 및 인력활용이

소홀할 수

능력과 의

강구할 필

역시 연구역량 강화 측면에서

위해서는

방안을

연구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암묵지를 적극 활용하는

전문연구기관으로 비핵심인력

인재들이다. 특히 내부

욕을 갖춘 50대 전후 연구인력의

자력

없는

수요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자

측면에서 30-40대 연구원은

원자력관련 인력

촉진할 수도 있다는

요가 있다. 특히 국제적으로

칫 원자력인력의 해외유출을

활

물론 50대 전후 연구인력의 관리에 신경을 써야 한다.

50대 전후 연구인력의 경우 신입직원 멘토링/ 사내교육올 위한 강사로

용할 수 있다‘ 또한 50대 전후 연구인력은 주요 기술의 역사 및 연구 프로젝

있으므로/ 이체화하고녹아있는 암묵지를역시-의 산증인으로 이 과정에E

똥-해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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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원들에게 확산 가능한 지식으로 전환해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깅

매뉴얼기술관리사례연구/ 원자력연구원용러한 암묵지를



3.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관리 개선

기술사업화릎 촉진히-기 위한 연구소기업 제도에 대한 다각적인 재꺾토와

제도 개선방안블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연구소의 연구성과듭 사업화하는 방

안으로는 연구원 창업/ 기숨이전/ 연구소기업 등이 있다. 연구소 71 엽은 특별

법에 명시된 사업화 망안이다. 출연연에게 정부의 간섭이나 규제에서 탈피해

자율적인 기능분 부여해 톤 버는 수익 사엽윤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취지에

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출연연에 상당히 많은 자금이 투입되고 성과

가 있었지만/ 사업화 비율은 여전히 미약한 상태로 남아 있다.

국내에는 2007년 말 현재/ 여섯 개의 연구소기업이 생겼지만/ 아직 제도적

측면에서 블명획한 부문이 많아 적극적 활성화가 안 되고 있다. 연구소기업

의 회사형태와 책임귀속 분제/ 사업영역 섬-정문제/ 연구소 지분 참여 문제 I

세제혜택 둥 지원빔워 및 기간 문세/ 연구원에 대한 성공 시 보상뿐만 아니

라 실패시의 선분보장 문제 등이 아직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개선의 여지가

많다. 여기에 연구소 내부적으로도 연구소시엽의 추진 및 관리체계가 체계적

으로 만틀어 있지 않아 필요할 때마다 임기응변적으로 대응하는 수준을 크

게 벗어나지 못히-고 있다 향후 연구소기업 훤-성화룹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함께 제계적인 연구소기엽 내부관리방안이 수립될 필요성이 있다.

연구소기업윤 체계적으로 관리 · 지워하고/ 다양한 방식의 기술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R&D 부서 및 R&D 관리부서의 관련 역할 및 기능음- 정

비하여 역할 및 기능올 충심히 수행하도콕 해야 한다. 얼반적으로 R&D 부

서는 프로젝프 선정/설행의 주체가 되이야 히-며 1 R&D 관리부서는 프로젝트

수행 활동에 대한 신속한 관리/지원 및 모니터링/ 결과의 R&D 부서토의 피

드백 업무 퉁올 주로 담당힌-다. 기술사업화와 관련해 해당 R&D팀과 협랙블

통해 R&D 사업화 전략/ 사업타당성 분석 및 신사업계획 수립I 기술사업화를

위한 지-금조띨· 전략 모색/ 기슛띠-케팅 빙-안 수립 등을 추진해 냐가야 한다

한편 기술사염화블 촉진하기 위해서는 그 목적에 부합하는 R&D 성과평

가 체계륜 구축해 나가야 한다. 통싱 R&D 성과를 평가하는 주요 기준으로

트허권 획득 수준.1 기숭 논문 수 동 주로 연구소 내부지향 지표를 활용하는

끼ω



경우가 많다 물론 R&D 역량을 보여주는 지표로 중시해야 하지만/ 이 경우

성공적인 기술사업화릅 촉진하기 어렵다. 이 문제와 관련해 민간부문애서는

시장 중심의 R&D 평가를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R&D의 사업성과 기여

도/ 사업부와의 협력 수준/ 프로젝트 포프팔리오 관리 역량， 기술 역량 등 4

가지 부분에 대한 균형평가를 강조하고 있다(황인경 I 2004). 원자력연구원의

경우에도 기술사업화가 중요한 부문이나 과제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균형적

성과평가 체계를 개발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

4. 기술혁신 역량강화를 위한 외부관라 활성화

원자력연구원이 기술혁선 역량음 강회하기 위해서는 인력/ 조직/ 사업관리

등의 내부관리를 개선해 나가야 할 뿐만 아니라 외부관리를 활성회해 나가

야 한다- 외부관리 활성화는 오늘날 새로운 기술혁신 모형을 주목받고 있는

개방형 혁신을 촉진해 나간다는 측떤에서 중요하다.

우선 연구소 연구팀들의 외부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여러 역할(외교/

정보수집 I 과제조정 퉁)을 강화할 멜요가 있다. 먼처 외.:ul.활동은 조직의 전방

에 위치한 고객 및 유통망 상의 이해관계자를 관리하는 것으로/ 팀의 명성을

유지하고/ 자원에 대한 로비 활동을 하고/ 동맹이나 경쟁을 유지한다 정보수

집 활동은 팀으로 하여금 조직 내부와 전체 산업 환경에 흩어져 있는 정보

를 수집하는 것이며/ 관련 분야의 지식과 전문성을 지닌 사람/ 새로운 기술/

경쟁적 활동올 모두 탐색한다 과제조정 환동은 업무의 기능에 따라 협벽을

유지하고/ 다른 부서와 상호의존성을 유지한다. 이를 위하여 텀 구성원들은

다른 팀의 구성원들과 협상하고 자신들의 역량과 자원을 다른 팀과 나누며/

피드백을 제공한다.

R&D 네트워킹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R&D 네트워킹이란 자체적인 연구

개발 활동 이외에 관련분야의 경쟁 또는 보완 관계에 있는 조직과의 제휴나

협력을 통해 부족한 R&D 역량을 보완하는 활동을 맏한다. 즉/ 연구개발과

관련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전략이다 R&D 네트워킹올 추진해 나가면서

고려할 모형의 하나가 가치네트 (value net) 모형으로(Brandenburger &

Nalebuffl 1997), 경쟁 환경과 경쟁자를 분석의 대상으로만 두는 모넬파는 다

른 관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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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자와

필요가 있다.

철강기업이

는주
l

는

여

갈

하

높

니

고
。

제

연구 성과 가치플

해

모형에 따코면/ 원자랙연꾸-원의

핀-멸하여 이들음 적극적으로 네프워킹을

핵연료피복관음 제조할 때 필요한 소재쉰

을드(U

이

보완자

룹어

한 조사시험검증

경쟁기관으로부터

역할올

/']술뜸성상

향상시키는

원지력의

기술신되도를

중요하다. 실제로

보와자로는

등이

에를

공급자이며/

고객

고객과 보완자들직전적 경쟁자가 아년

기관과

의 기술도입이 여의치 않기 때문에/

과의 협력이 더욱 중요하다.

활용방안5. 사례연구의 내부교육

내부 연구원 및 신입직원 교육관 행함에 있어 사례연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본 보고서 역시 사례떤구 교육 자료로 활용된 수 있을 것이다.

전통에 대비되는 칠적 연구방법론의 하

대상이나 현상을 기술하고 탐색하기 위해/

이론구측의 토대블 마련하기 위한 목적

통상 사례연구는 양적 연구방법판

나이다. 사례연구는 츄게는 득정한

도전하고 새기존이론에 대해넓게는

일상경험과

적용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다.

대닝닙
-，- τr있다. 사례연구늠진행되고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히으로

있다. 첫째/사

연구대상

특성을 지니고

관란은 맺고 있으므로 현재 설생활에

귀납적

사컨I 현상의 과정/

대한 다양한 지-료블

직접적

사례연구의 개밸적/ 기술적/ 반견적，

례연구는 개밸적인 특수한 상황이나

현상에

C다 ~J- 도드~
-，는~ 0 2

기술

description)갚 업적으로 삼는다. 셋째/ 현상에 대해 독자가 새로운 의

발견하도콕 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폐연구는 독자의 상황파악을 돕기

내부지-적 이해와 느낌/ 그리고 외부지-적 객관적 조사의 관접이 병행 진

심충적인풍힌-패싱-룹째/삼는·다으로

(thick

미를

위해

교육방법흔의 관점에서 접목시켜

있다. 공무원

살아있는 지식을

있으며

베치마킹

검토를속에서 자료

담당하고。날
。#교

학습시키

적극적으로

등을 토대로 원

이를

설정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

일반화 한다.

이러한 사례연구블

포함시킬 필요가

사려l 연구를

작성음

통해

추진하고

기관블에 대한

57
l

술한다 넷째I 미리 가설을

통해 가설을 설정하거나

원자력연구원의 경우

연구원 인적자원개발체계에

중앙공부-원교육원의 경우/

기 위해 벨도의 교육용 사례연구

공무원 교육에 활용하고 있다. 이틀

이」

Mτ:



자력연구원도 사례연구를 내부의 연구인력/ 특히 신입연구원에 대한 교육훈

련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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