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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knowledge-based economy, technology is very important intangible assets. And
technology valuation methods are market approach, cost approach, income approach, and real
option valuation for monetary value measurement. This study proposes a technology valuation
methodology for technology transfer or transaction. This paper reviews the methods of
technology valuation that have been developed by valuation specialists. Also, is talking about
the practical application by income approach (discounted cash flow: DCF) method. This paper
suggests practical analysis using "EXCEL"program. In the DCF(discounted cash flow) method,
technology economic life time, free cash flow, rate of discount, technology contribution rate
affect final technolog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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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서 론

최근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글로벌기업 삼성전자와 미국 혁신기업의 상징이자 IT기업의
패러다임을 전환시킨 애플사와의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 분쟁이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양사가 한치의 양보도 없이 전세계의 모바일폰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위해서 대대적인 소
송이 진행되었다. 특히, 2000년대 들어서 한국기업과 글로벌 기업 간 지식재산권 분쟁이 크
게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었고, 2004년～2011년까지 7년 동안 관련 분쟁이 4.3배 이상 증가
하였다.1)
문제의 핵심은 첨단산업의 제품구현에 있어서, 자사의 핵심기술을 무단으로 도용했는지,
특허를 침해했는지 등의 산업재산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었다. 이처럼 전세계의 경
제가 침체의 국면에 접어들고, 글로벌 기업 간의 경쟁의 양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업들이
경쟁무기로 특허 등의 산업재산권을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분쟁대상 기업도 앞서 기술
한 삼성과 애플의 사례에서 보듯이 글로벌 기업 간의 문제만이 아니며, 중견기업과 중소기
업까지 확대되어 나간다는 점이다.
이 모든 문제의 중심에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ic)라는 고도화된 산업사
회에서 기존의 유형자산이 아닌 무형자산이 기업가치의 핵심으로 자리잡았고, 특히 첨단산
업의 경우에는 혁신제품의 구현을 위한 첨단기술 내지는 기업의 핵심기술이 중요한 경쟁요
소라는 사실이다.
국가의 국부를 창출하는 요소, 국가 간의 경쟁력을 과학기술로 보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
고, 선진국과 개도국은 앞다투어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과학기술에 투자를 하고 있으며,
이런 투자의 과실이 국가에 속한 민간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통해서 글로벌 기업으로 성
장, 발전해 나감으로써 산업발전과 국부형성에 기여하는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기반 확충을 위한 산업기반기술을 확보하고, 창의적이고 도
전적인 첨단산업기술과 기술을 활용한 벤처기업의 생성, 발전 및 혁신기술을 활용한 기업경
쟁력 확보를 위해서 국가는 관련 제도와 법령을 제정하고 정비하였고, 정책 실현을 위한 각
종 기관설립과 기술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2000년대에 들어서 각종 제도정비와 법안마련에도 불구하고, 혁신기술의 이전과 이전기술
의 사업화가 지지부진한 원인에 대해서 기술거래시장의 부재와 더불어 선행과제로써 기술공
급자와 기술수요자가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고, 객관
1) 손수정 (2012). “글로벌 특허전쟁 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안” (STEPI insight 제90호). 과학기술
정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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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있는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에 대해서 유관 기관들과 민간단체에서 많은 논의와 기법들이
소개되고, 적용이 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그동안 논의되어 왔고, 발전되어온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모델들을 소개하고, 각각의 모델이 가진 장점과 한계점은 무엇이며, 가장 최신
에 소개되고 적용되는 기법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둘째, 기술보증기금의 실제 사례를
들어서 수익접근법에 기반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Discounted Cash Flow)을 활용하여
어떤 요소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적용해 보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기술가치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통해서 기술가치평가와 관련된 이론
적 연구의 흐름과 방법론의 발전방향, 합리적인 방법론 도출을 위한 핵심변수 추정에 대한
연구, 실제 적용사례에서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핵심이슈를 도출해내고, 수익접근법의 현
금흐름할인법을 중심으로 사례를 들어서 본 기법이 지닌 장점과 한계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Ⅱ

.

이론적 배경

1. 기술의 개념과 유형
기술(technology)은 아직까지 통일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그 어원은 techno(기법)와
logy(과학)의 합성어이다. 옥스퍼드 사전에서는 기술을 ‘산업기법(industrial arts)에 관한 체
계적 지식’이라고 정의하며, 기법은 ‘모든 활동이 수행되는 과정, 즉 특정과업을 수행하는 방
법으로서 인간과 도구 혹은 기계와 객체사이의 상호작용’으로 볼 수 있다.2)
윅(Rias van Wyk)은 기술을 “인간의 노력을 지원키 위해 인간이 창출한 일련의 수단, 즉
창조된 능력(Created capability)"라고 하였고, Capon과 Glazer(1987)는 “넓은 의미의
know-how”로서 기업의 관점에서 보면 “제품 또는 서비스의 생산 및 판매에 요구되는 정보
이며, 세부적으로 제품기술, 공정기술, 경영기술”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Boer(1999)는 “유용한 목적을 위한 지식의 응용”이라고 정의하였다. 우리나라의 『기술이
전촉진법』에서는 등록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주요 설계도면 등 기술자료 묶음
(technology data package), 논리적으로 정리된 새로운 아이디어, 컴퓨터 소프트웨어, 기술적
know-how 등 지식재산권을 포괄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3)
2) 기술경영론 -프로세스 접근-, 윤재홍, 2009, p4
3)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2), “기술이전과 기술가치 평가모델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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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을 분류함에 있어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술의 기능에 따른
분류와 기술이 가진 창조성과 응용성 등 제품생산 과정별로 구분한 단계별 분류방법이 사용
되고 있다.4) 기술(technology)을 기능적인 관점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술이
존재한다.
○기존기술(State-of-the-art technology): 경쟁자를 능가하거나 또는 동등수준의 기술
○독점기술(Proprietary technology): 특허 또는 계약에 의해 보호되는 기술로 측정가능한
경쟁이익을 제공하는 기술
○핵심기술(Core technology): 제품의 품질과 경쟁우위 유지에 필수적인 기술
○생산지원기술(Leveraging technology): 각종 제품 및 생산라인을 지원하는 기술
○보조기술(Supporting technology): 핵심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지원하는 기술
○미래기술(Emerging technology): 미래의 제품 또는 공정개발을 위해 검토되는 기술
또한 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기술 활동이라는 관점에서는 제품기술, 제조기술, 정
보기술로 분류할 수 있다.
○제품기술(Products technology): 기술을 제품과 관련하여 보는 관점으로 조직의 직제상
CTO(최고기술경영자)와 기술자의 업무, 즉 사업단위(Business unit)에서의 제품의 생산과
관련된 제반기술업무를 의미한다.
○제조기술(Manufacturing technology): 제조기술은 제조에 필요한 재료, 전용장치와 공
구, 재료의 취급, 제조시스템, 품질관리 그리고 장치 및 공구의 보수와 정비 등 여섯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요소가 하나의 집단으로 상호작용하는 과정을 말한다.
○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y): 정보시스템은 기업의 중요한 기술영역의 하나이며,
기술의 창조와 응용의 기반이 된다.
홀과 존슨(Hall & Johnson)은 기술은 어떤 산업의 공통적인 지식이라는 관점에서 그 산
업 내의 모든 기업이 공유하고 있는 일반기술(General technology)과 어떤 제품이나 공정에
특이하게 사용되는 시스템특화기술(System specific technology), 어떤 특정기업에서 특별한
지식이나 능력으로 활용되는 기업특화기술(Firm specific technology)로 구분하였다.
유엔공업개발기구(UNIDO)는 산업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의 형태를 단일설비형
(Equipment-based), 제품중시형(Product-based), 일관조립형(Operations-based), 연속공정형
(Process-based)으로 분류하였다.5)
4) 기술경영론 -프로세스 접근-, 윤재홍, 2009, p5
5) 기술경영론 -프로세스 접근-, 윤재홍, 2009, p6～p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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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가치평가의 개념
2.1 기술가치의 개념
기술가치평가의 개념을 정립하기 전에 가치평가(Valuation)의 개념을 살펴본다. 기술가치
의 개념이 어떠한 관점과 목적에 따라 평가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기술가치평
가에서는 경제적 수익성이 중요시된다. 경제학적 의미에서 가치는 재화나 서비스를 사용함
으로써 느끼는 만족감에 대한 기회비용의 크기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거래의 기준이 된
다. 완전경쟁시장에서는 시장가격이 교환가치가 된다. 그러나 기술시장의 경우에는 시장형성
이 어렵고 시장기구에 의한 균형상태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경쟁시장을 전제로 한 공정
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를 구하는 작업이 요청된다.6)
통상 공정시장가치는 “강제성이 없고, 관련 사실에 대한 합리적인 정보를 가진 자발적인
매매당사자가 자산을 거래한 금액”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도의 완전한 거래
는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가치는 가상적인 매매당사자 간의 거래를 가정하
고 있으며, 당연히 특정 평가시점에서의 경제적 혹은 시장조건을 전제로 한다.
이런 공정시장가치(Fair Market Value)는 간혹 시장가치(Market Value)로 불리기도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자본시장이 충분히 발달하고, 거의 완전경쟁에 가까운 형태로 유지되는 시
장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시장가치를 추정하려는 것이 바로 기술가치평가 활동이다.7)

2.2 기술가치평가의 개념 및 필요성
기술가치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은 평가범위에 따라 광의적 개념과 협의적 개념으로 구
분하여 사용할 수 있다.
광의적 개념의 기술평가(Technology Assessment: TA)란 개별국가의 경제정책이나 기업
의 경영전략차원에서 과학기술을 긴요한 핵심요인으로 간주하고 기술의 효과 이외의 바람직
한 모습을 찾아보려는 사회구성원들의 관심이나 정책적 의지를 의미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 R&D인력 및 조직, 연구 및 생산시설, 기술제품 및 판매력, 특허 등의 지식재
산권, 사업화 능력 등이 포함된다. 협의적 개념에서의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Impact
Assessment: TIA)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기술개발계획을 전략적으로 수립하고, 기술개발
이나 그 사용이 가져올 영향에 대해 사전적 또는 사후적으로 진단 및 검토하는 것을 의미하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2002), “기술이전과 기술가치 평가모델 연구”
7) 기술혁신연구 제11원 제1호, 김흥수, “기술가치평가 체계와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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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다. 여기에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등 산업재산권과 노하우, 거래비밀, 컴퓨터 소프
트웨어 등의 개별기술 등이 포함된다.8)
국가가 추진하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과학기술정책과 산업기술의 기반조성을 위한 일
련의 정책활동들은 원천기술의 확보 및 산업경쟁력 제고에 도움을 주며, 기업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경쟁 및 기업 간의 치열한 경쟁상황을 돌파하기 위한 전략수단으로 기술경쟁력의 확
보와 이를 통한 제품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기업고유의 목적을 실현하고 있다. 기업이 추구
하는 경영의 전략은 기술전략과의 정합성을 통해서 기업의 비전과 목표를 달성해 나가며
R&D에 대한 기술투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고 있다. 국가는 과학기술정책의 일환으로 정부
투자기관과 연구소를 통해서 확보한 기술을 민간의 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에 대
한 시장형성과 법적인 제도정비, 기술금융기관 설립을 통해서 우수한 원천기술이 기업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기술거래의 경우에 기술을 도입하는 기술수요자(기업)와 기술
을 공급하는 기술공급자(연구소, 대학, 기업)가 있어야 하고, 활성화 된 기술시장과 공정시장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기술의 공급자와
수요자 간의 합리적인 의견일치를 위해서는 화폐적 가치로 평가된 기술가치평가체계가 있어
야 하고, 이런 기술가치평가체계는 공정성과 신뢰성이 담보된 형태이어야 한다.

3.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방법론은 정량적 방법과 정성적 방법으로 나눌 수 있다.
먼저 정성적 방법은 전문가들의 판단, 직관, 조사, 비교 등을 이용하는 델파이 방법과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등이 자주 사용되고 있다. 또한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자
산의 최고 수준을 결정한 후에 비교가 가능한 대상기술의 상대적 수준을 측정하는 벤치마
킹, 평가와 관련된 중요한 항목을 설정한 후 각 항목에 대해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결과
를 합산하여 수준을 결정하는 평점점, 기술자산의 가치를 간접적으로 표시하는 정량적 지표
(Index)를 개발한 후에 그 지표의 값으로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지표법, 기술의 가치를 직접
적인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금액법 등이 있다.
금액법은 기술의 가치를 직접적인 화폐가치로 측정하는 접근이고, 금액을 이용한 평가방
법에는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및 수익접근법이 있다.9)
본 논문에서는 기술거래를 위한 기술가치의 화폐가치로의 환산이 필요한 금액법 위주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을 소개하고자 한다.
8) “지적재산권과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이광현, 2011, 배재대학교 컨설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AHP와 쓰루풋회계를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이영찬, 200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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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는 기술거래시장에서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의
정보를 종합해서 기술자산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즉, 평가대상 기술자산과 유사한 기
술의 최근 거래가격을 기초로 거래된 기술과 평가대상 기술의 차이점, 거래조건 등을 조정
하여 기술의 가치를 측정한다. 충분한 거래정보를 가지고 자발적 거래의사를 지닌 거래당사
자 간에 정상적으로 형성되는 매매가격, 특 시장가치로 평가하는 방법이다.
시장접근법은 평가대상이 되는 기술자산과 유사한 자산의 판매에 관한 정보가 많은 경우
최적의 평가방법으로써, 라이센스나 로열티 산정에 자주 이용되고 있다. 또한 부동산, 일반
기계류 및 설비, 운송차량, 범용 컴퓨터 소프트웨어, 컴퓨터 하드웨어, 주류 허가권, 프랜차
이즈 등의 기술가치 평가에 효과적이다.
기술에 대한 시장접근법은 경쟁과 균형의 경제원칙들에 기초하고 있다. 균형가격이나 대
체재의 확인과 분석은 분석가에게 대상 재화의 표시가치에 대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공하기
때문에 대체의 경제원리 역시 시장접근법에 기초를 이루고 있다.
시장접근법은 이론적으로는 기술가치평가에 가장 적합한 방식이다. 하지만 평가가 이루어
지기 위해서 기술거래시장에 대한 정보가 많이 확보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자료확보가
용이하지 않은 단점이 있다. 또한 기술은 각각 저마다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고, 기술거래
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공개가 잘 안 되는 단점이 산재해 있어 기술가치평가를 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시장접근법은 비용접근법이나 수익접근법에 의한 결과를 보완하는 참고
자료로써의 활용이 많다.
시장접근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활발하고 투명한 기술거래의 공개시장이 존재해야 하며,
해당기술과 비교가 가능한 유사자산이 거래시장에 존재해야 한다.10)

3.2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비용접근법(Cost Approach)은 해당 자산이 보유하고 있는 가치와 동일한 수준의 가치를
얻기 위해 필요한 금액을 산출함으로써 해당자산의 미래이익을 측정할 수 있다는 사고를 바
탕으로 한다. 평가하려는 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사용한 물적, 인적자원의 가치를 합산한 후
이를 현재가치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비교적 쉽다.
즉, 기술을 개발하는데 소요된 제반 개발비용을 기초로 여기에서 경과기간 동안의 가치증
감분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미래의 수익 창출능력이 고려되지 않았으므로
10) 문영호, “기술가치평가 어떻게 하나”, 산업기술정보원, 2000, p53～p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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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주로 여타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자료로 사용한다.
비용접근법은 시장접근법과 수익접근법에 비해 포괄성이 결여되어 있다.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극히 중요한 많은 요소가 이 평가방법에서는 검토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이러한
요소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한 비용접근법은 평가대상기술을 개발하기까지 소요된 물적, 인적자원의 가치를 합산
한 후 이를 현재가치화 하는 방법으로 측정이 비교적 용이하다는 것과 가치평가에서 평가하
고자 하는 무형자산의 개발에 관한 원가자료가 유용할 때, 무형자산이 새로운 것이 아니고
대체가능한 자산일 때, 분석가가 현재 소유자를 위한 가치평가를 하고자 할 때, 지속적인 사
용의 전제에서 무형자산 가치를 평가하고자 할 때 유용한 모델이나, 대상기술의 수익성을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향후 기대수익에 대한 기대치가 반영되지 않고, 무형자산이 오래된
것이고, 시장에서 유일한 자산일 때, 분석가가 소유자가 아니라 시장의 입장에서 기술가치를
평가할 때, 기술자산이 잔존수명이나 잠재적 가치와 무관하게 가치평가가 이루어 질 때는
적당하지 않다. 특히, 새로운 자산을 구입하고 개발하는 비용과 그 자산의 내용년수 중에 얻
을 수 있는 편익이 경제적 가치와 일치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비용접근법에서는 실현된 경
제적 편익의 가치나 편익이 발생하는 기간을 직접 검토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11)

3.3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은 미래에 예상되는 기대수익을 예측하고, 이것을 현재가치
화 하는 방법으로 자산을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경제적 편익을 기준으로 그 가치를 산정한
다. 기술 등의 무형자산의 가치를 산정할 때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미래가치의 예측하는 과정에서 투입되는 변수들이 모두 예측변수로써 추정하는
변수의 분산이 급격히 커져서 추정의 정확도가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대부분
의 기술은 기술거래시장이 존재하지 않고 개발비용으로는 매각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수
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방법이 많이 사용된다.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시
에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이 주로 사용되고, 현금흐름할인법의 주요
변수들이 추정되는 과정에서 신뢰성과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수익접근법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초과수익 배분 방법, 순수익 배분 방법, 결정수익 환원
방법 등의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초과수익 배분 방법은 해당 기술자산을 사용한 경우와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예상
11) “실물옵션을 활용한 가치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2006년, 김동준, 창원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과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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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의 차이를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때 기술 보유자가 직접 해당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초
과수익의 전액을 기술가치라고 볼 수 없다. 기술 구매자일 경우 초과수익 중 기술보유자의
귀속분이 그 기술의 가치가 된다. 이론상 타당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사업계획서 등 두 개의
재무제표를 비교해야 하므로 예측의 정확성이나 객관성의 문제 때문에 현실 적용은 상당히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둘째, 순수익 배분 방법은 작성된 예상 재무제표에서 해당 기술의 잔
존기간 동안의 순수익을 계산하고, 이 순수익을 자금, 영업, 기술개발 측면에 배분하거나 자
본, 조직, 협력자, 기술개발 측면으로 배분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사업계획서 등의 예상
재무제표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가능하고, 기술기여도에 따라 가치가 크게 달라
지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셋째, 결정수익 환원 방법은 기술이전에 대한 수입
이 실제로 존재하는 경우, 각 연도의 기술이전료를 현재가치로 환원하여 기술가치를 평가하
는 방법이다. 기술의 전체 잔존기간에 전용권을 실시할 경우에는 환원된 수입이 기술가치가
되지만 비독점적인 통상실시권의 경우와 기술보유자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예상 수입을 합산하여야 한다.12)

4. 각국의 기술가치평가 현황
4.1 미국
미국의 경우, 국립기술이전센터(National Technology Transfer Center: NTTC)는 미국의
국방성, 법무성, NASA의 기금으로 설립되었다. NTTC는 연방정부의 연구결과를 산업계에
이전하기 위한 기술이전기관으로써 이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NTTC 평
가팀은 엔지니어, 기술이전 전문가, 특허상담원, NTTC직원 및 기업의 전문가로 구성된다.
평가내용은 기술적인 장점, 제조가능성, 전용사용권, 각종 규제문제, 경쟁환경, 시판시기,
시장성, 기술적 장애요인 및 투자수익 등이다.13)

4.2 일본
일본의 기술가치평가 목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유망중소기업과 벤처
기업, 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 및 무형자산의 사업화를 지원하는
12) “AHP와 쓰루풋회계를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이영찬, 2004년
13)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 서점미,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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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14)
일본은 중소기업의 육성, 사업화를 위해 47개 도․부․현마다 재단을 설립하여 정부예산
으로 금융지원을 하였지만 사업화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 이유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기술
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의 부재와 이를 전담하는 공공기관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
소기업청과 중소기업사업단이 공동으로 일본공업기술진흥협회 내에 기술평가센터(Central
Technology Assessment: CTA)를 설립하여 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평가를 실시하였다.
기술가치평가 목적의 다른 하나는 지적재산의 담보가치 설정이다. 일본은 유망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을 담보로 대출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는 있지만 활성화되지 못했다. 그
원인이 객관적이고 공정성을 지닌 기술가치평가의 어려움 때문이었다.
일본공업기술진흥회의 기술평가센터, 일본 테크노마트, 지적소유권평가수법연구회, 가나가
와고도 기술지원재단 등에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는데, 특허와 같은 산업재산권의 가치
평가와 담보가치 평가가 대부분이다. 최근에는 기술이전 시에 기술료 산정과 기업합병 시에
가치평가를 위한 모형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서 기술평가의 구성요소는 평가목적에 따
라 매우 다양하며 대체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에 대한 세부항목과 공공기술인 경우에는
사회적 공헌도를 포함하고 있다.

4.3 한국
한국은 1997년부터 기관별로 기술담보에 의한 사업화 자금지원을 위해 기술가치평가를 시
행하고 있다. 기술보증기금(Kibo)의 기술평가센터에서는 자체 평가체제와 모델에 의한 평가
결과를 보증서로 발급하여 여신과 담보에 활용하고 있으며, 공공기관의 의뢰에 의한 기업의
기술력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중소기업청이 벤처기업 지정을 위해 기술표준원, 기술보증기
금의 기술평가센터, 중소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허청은 발
명의 사업화를 위해 발명진흥법에 근거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 연구
소 및 전국 주요 도시에 지역지식재산센터를 두고 특허기술과 발명을 위한 지원사업과 기술
가치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에 대표적인 기술금융기관으로써 기술평가센터를 조직하여, 체계적인 기술가
치평가업무를 수행하고, 중소혁신기업과 벤처기업, 기술중심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서비
스를 제공하는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14) 현병환, “특허의 경제적 가치 평가방법”, 특허청,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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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기술보증기금15)
우리나라에서는 1961년 중소기업은행의 설립과 함께 신용보증제도를 도입, 운용하여 오다
가 1967년 「중소기업신용보증법」이 제정되었고, 1976년 6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설립되었으며, 1989년 4월 「기술신용보증기금법(구, 신기술사업금융지원에
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기술보증기금’이 설립되었다.
기술보증기금은 기술신용보증제도를 정착, 발전시킴으로써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국민경제발전에 이바지하며,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설립된 기술금융 전문기관이다.
기술보증기금의 중점지원 대상기업은 기술혁신선도형기업과 기술창업기업에 대하여 우선
적으로 기술보증을 지원하고 있다. 기술혁신선도형 기업이란 신기술 채택이나 기술혁신으로
경쟁력을 확보하여 기술혁신을 선도 및 파급하는 기업 또는 기술혁신 노력으로 기술혁신기
업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을 의미하며, 기술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를
위해 창업 후, 5년 이내 신기술사업자를 대상으로 한다. 기술혁신선도형 중소기업으로는
①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
② 중소기업청의 기술혁신형중소기업(INNO-BIZ 기업)
③ 기술력이 우수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기업
④ 10대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영위 기업
⑤ 미래 성장유망 산업 영위 기업으로서 신용보증신청서 접수일로부터 1년 이내에 기술평
가보증 승인을 받은 기업
⑥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상 기술집약적인 산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업
⑦ 지식기반서비스업 영위 기업
⑧ 부품 및 소재 전문기업 등을 말한다.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방법을 살펴보면,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는 기
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시스템으로 KTRS의 기술등급은 투자 및 융자, 보증, 기술이전 등의
기술금융에의 활용과 기술사업의 타당성 평가 등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 또는 기술
15) 기술보증기금(Kibo)은 기술금융전문기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기술보증기
금의 성격을 정의하면 기술보증기금은 국민부담으로 조성된 재원을 관리하는 기관으로 상업성과
시장성을 강조하는 협의의 공기업과는 달리 좀 더 강한 공공성 적용이 필요한 ‘기금관리형 준 정부
기관’ 즉, 협의의 준 정부조직에 해당되지만 광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광의의 공기업에 해당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성격을 지님. 협의의 준 정부조직이란,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서 제시
하고 있는 분류기준과 원칙에 의하면, 총수입 중 자체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50%미만인 공공기관
을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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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유한 기업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기타 경영환경을 평가한 결과를 등급화하여 제
시하고 있다.
기술평가의 투입변수를 보면 환경변수와 기술평가지표가 있다. 환경변수에는 기술사업의
부실화 위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금리, 종합주가지수, 환율 등 경제․환경변수와 등록여
부, 외감여부, 벤처기업여부 등의 기업환경과 관련된 변수이다.
기술평가지표는 경영주의 기술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및 수익성의 대항목 4개, 기술
경험수준, 관리능력, 경영진의 인적구성 및 팀워크 등 소항목 16개와 심사항목 45개의 항목
으로 평가하는 기술평가로, 계량화된 데이터에 의해 자동 산출되는 계량평가지표와 해당 분
야의 전문화된 평가자에 의해 평가되는 지표로 구분된다.
로짓에 의한 점수를 이용하여 기술평가등급을 산출하게 되는데, 기술수준과 위험수준에
의해서 산출된다. 먼저 기술수준의 산출방법을 보면, 신청기술사업의 성공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다년간 기술평가업무에 종사해온 전문가들의 평가기준에 대한 유의성 판단 결과를
AHP분석기법을 적용, 분석하여 구축한 평점모형(Scoring Model)에 의해 평점을 산출하고
미리 구분된 평점구간별로 기술수준을 부여하고, 10등급으로 표시한다.
위험수준은 기술보증기금이 과거 5년간 평가해 온 11,000여개의 기술평가지표 데이터와
사고여부와의 연관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로지스틱 기법)하여 구축한 로짓모형에 의해 산
출된 기술사업화 위험과 경제환경변수 및 기업환경변수와 사고여부와의 분석을 통한 로짓
모형에 의해 산출된 환경위험을 평점화한 뒤에 이를 가중 결합하여 종합평점을 산출하고 미
리 구분된 평점 구간별로 위험수준을 부여하고, 10등급으로 표시한다. 이렇게 구해진 기술수
준과 위험수준을 이용하여, 기술평가등급은 X축과 Y축으로 하는 Matrix조합에 의해 최종
기술평가등급을 부여한다.16)
대항목
경영주
기술능력

중항목
기술
경영
능력

소항목
기술경험
(지식)수준
관리능력
경영진 인적구성

심사항목
경영자의 기술(디자인)경험수준
기술경영전략
경영자의 기술(디자인)지식수준
경영자의 기술이해도
기술(디자인)인력관리
위기대처능력
경영의지 및 사업수완
경영진의 학력 및 경력

16) “평가의 타당성 제고를 위한 Rasch모형의 적용방안”, 2009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광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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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능력
기술성
기술(제품)의
우수성

및 팀웍
기술(디자인)
개발추진능력
기술․연구개발
투자현황
기술혁신
(선도)성
기술완성도
기술의 확장성
경쟁상황

시장성

기술(제품)의
시장성

시장형성
제품의 경쟁력

사업성
및
수익성

기술(제품)의
생산성

기술의 제품화능력
및 생산능력

운용능력

운용능력

기술(제품)의
영업능력

마케팅능력

수익성

수익창출능력
수익전망

자본참여도
대표자와의 관계 및 팀웍
개발전담조직
연구(디자인)개발 인력비율
기술(디자인)개발 및 수상(인증)실적
핵심기술보유현황
연구개발투자비율
기술(BM)의 차별성(디자인의 창작성)
모방의 어려움
기술(디자인)의 수명주기상 위치
기술(BM, 디자인)의 완성도
기술(디자인)의 자립도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기업내․외의 기술파급효과
기술(BM)의 응용 및 확장가능성
시장구조
동일산업 내 경쟁상황
시장의 진입성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법․규제 등 제약 및 장려요인
인지도
시장점유율
대체품(유사BM)과의 비교우위성
생산(상용화)시설 확보 용이성
생산(상용화)인력 확보 용이성
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자본조달능력
부가가치 창출능력
투자규모의 적정성
(BM)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정성
마케팅인력 확보
매출성장성
매출액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률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투자이익률

<표 1> 기술평가지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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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한국산업기술진흥원17)(KIAT)
구)한국기술거래소(KTTC)는 ‘02년 기술거래 실태조사 결과, 기업 애로사항 2위가 “가치
평가 곤란(29.3%), 응답자의 79%가 공신력 있는 기관이 개발한 평가모형을 사용할 의향이
있음을 확인하고,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핵심지표개발에 착수하였다.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 개발사업 보고서에 의하면 기술가치평가에 대한 일반적인 방법론
이 제시되어 있으나, 실무자가 참고할 수 있는 추정변수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업무수
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고, 국내 증권 및 투자기관에서 취약성을 보이는 중소벤처기업
에 대한 공신력 있는 평가의 필요성을 제기하며18),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산업은행,
한신대학교, 한국발명진흥회 등과 공동으로 핵심지표 개발사업을 착수하였다.
이와 별도로 구)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보유자가 스스로 기술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간이평
가모델을 개발하여 무료 소프트웨어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핵심지표 개발사업이 완료
되면 소득접근법에 근거한 소프트웨어를 발표할 예정이다.
간이평가 모델 OK-Value는 발명자 스스로 자신의 기술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그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간이 평가모델 OK-Value는 기술가치평가를 위해 7가지 측면에서의 자기 진단
을 요구하고 있다.
구)한국기술거래소는 기술공급자 또는 수요자가 스스로 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평가해 볼 수 있는 간이평가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이론에 바탕을 둔 기술가치
평가모델에 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다.
대분류
기술성
시장성

중분류
기술의 혁신성
(기술자체의 속성)
기술의 환경성
(다른 기술과의 관계)
산업 및 시장특성

세부항목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수명
전용성, 권리성, 완성도, 신뢰도
기술인프라, 대체기술의 출현 가능성
기술적 파급효과, 기술지원 및 규제
시장의 다양성, 산업의 특성, 시장특성
유사기술 실용화 정도, 시장규모

17) 구)한국기술거래소(Korea Technology Transfer Center: KTTC), 한국산업기술진흥원(Korea
Institute for Advancement of Technology: KIAT)은 정부의 공공기관선진화계획에 따라 2010년 5
월 4일 설립된 지식경제부 산하 준정부기관(공공기관)으로서, 산업기술정책수립, 중장기 기획 및 성
과분석, 산업기술기반조성, 지역 및 부품소재산업의 진흥, 산업기술이전 및 사업화 등 R&D정책 전
반의 기획과 집행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음
18)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개발사업 소개 발표자료, 2003. 7 구)한국기술거래소(KT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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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성

경쟁특성
생산력
수익성 및 재무구조
경영/마케팅 능력

시장진입장벽, 시장점유특성
경쟁의 형태, 대체 및 보완, 경쟁요인
설비능력, 원자재 조달능력
생산공정 및 생산인력, 추가 기술개발능력
초기투자비용, 자본조달능력
투자대비 사업이윤규모, 수익의 속성
경영자의 능력
마케팅 능력

<표 2> 간이평가모델 OK-Value 평가지표

19)

소득접근법은 실무적으로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되는 평가방법이지만 핵심변수의 추정시에
평가자의 주관에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여야 한다. 즉 소득접근법에 근
거한 기술가치평가에 있어서 기술수명의 예측, 미래현금흐름의 추정, 위험조정할인율의 결
정, 기술기여도 결정이라는 핵심변수의 결정을 위한 방법에 다양한 논의가 있다.
기술성, 사업성
간이평가

⇨

기술,
제품시장 조사

⇨

기술수명예측
매출액 추정

⇨

미래현금흐름
추정

최종기술가치
평가금액

⇦

기술기여도
결정

⇦

할인현금흐름

⇦

위험조정
할인율결정

핵심변수
(추정변수)
기술수명
재무분석변수

<표 3> 소득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

개 발 방 법
계량서지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의 수명기간을 추정하는 방법론 연
구 및 기술분야별 기술수명 범위에 대한 가이드라인 제공
한국신용평가, 신용보증기금, 한국산업은행이 보유한 업체DB를 이용, 해
당 업종의 매출액 규모, 설립년도에 따라 구분한 후 재무정보를 수집하
고 가치평가에 필요한 Cash Flow를 산출함

19) 한국기술은행(http://ntb.or.kr), 기술평가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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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
기술기여도
20)

(매출액을 100으로 놓았을 때 재무비율 도출)
해당 분류군에 속하는 KOSPI, KOSDAQ 업체의 베타값의 분포도를 산
출하고, 이로부터 중소벤처기업의 베타값의 범위를 추정하여 할인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기술의 사업가치 중에서 개별기술이 공헌한 비율을 산출해 냄
기술기여도(TF)=산업요소지수×개별기술강도

<표 4> 소득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적용시 핵심변수

5. 선행연구의 검토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기술거래의 활성화와 기술금융을 위한 금액법
에 대한 논의와 해당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에 대한 등급이나 의견, 타당성 검토를 위한 평
가지표의 개발과 적용에 대한 것이다.
한국의 사례에서 소개한 기술보증기금과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에, 해당 기술의 사업
화가능성과 기술거래를 위하여 KTRS(Kibo Technology Rating System)를 개발하여, 기술
에 등급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기술에 대한 등급에 따라 금융지원의 여부를 판단하며, 금융
지원이 결정된 이후에 보증을 위한 화폐가치로 금액을 제시한다. 최종 화폐가치로의 기술가
치평가에 사용되는 방법론이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이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
우에도 수익접근법에 의해 최종 기술가치를 산출한다.
수익접근법의 경우에 단점으로 보고되고 있는 각종 핵심변수에 대한 추정의 문제가 제기
되는바, 수익접근법을 기초로 한 연구모델의 경우에, 핵심변수의 추정방법에 대한 문제제기
를 통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수익접근법의 경우에 추정해야할 첫 번째 변수는 「기술의 경제적 수명」이 되고, 두
번째 변수는「여유현금흐름」의 추정이며, 세 번째 변수는「할인율」의 추정, 마지막 네 번
째 변수가「기술기여도」의 산정이다.
이선제21)(2007)는 수익접근법에서 핵심변수의 추정방법에 따른 기술가치가 달라짐에 대해
서 기술보증기금의 방식과 한국기술거래소22) 의 방식을 통해서 기술가치를 산출하고, 그 값
이 달라짐을 지적하였다.
20) “기술가치평가 실무지침 개발사업” 발표자료, 2003.7, 구)한국기술거래소
21) “수익접근법에서 핵심변수 측정방법에 따른 기술가치의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2) 현)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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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규23)(2005)는 핵심변수의 추정이 여러 전문가의 도움이나 기존의 자료에서 추정할 수
밖에 없어서 자료의 질과 양이 중요하며, 개별기술에서 추정변수를 제대로 도출하기가 쉽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양태식24)(2007)은 기존의 수익접근법을 통한 기술가치산정의 경우에 핵심추정변수 중에서
기술기여도를 중심으로 새로운 개념의 변수를 도입할 것을 주장하였다. 특히, 신기술 창업기
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기술기여도 개념이 아닌 기술사업화의 리스크를 새로운 변수로 채택
하여 기술가치를 산출해야한다고 하였다.
이영찬25)(2004)는 여유현금흐름을 추정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초과이익을 산정하는 방식에
서 제품원가 계산방법의 예를 들어 기존의 전부원가계산이나 변동원가계산이 아닌 쓰루풋회
계를 이용하여 제품원가를 산출을 것을 주장하였다.
박현옥26)(2012)과 조대명27)(2012)은 기술가치평가의 최종금액에 기술기여도가 미치는 영
향이 크다고 판단하고, 합리적인 기술기여도 도출을 위한 측정지표의 구성과 새로운 기술기
여도 평가모델을 제안하였다. 즉, 정확한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수익접근법을 기반으로 핵심
변수의 추정방법을 중심으로 합리적인 모델을 찾고자 하는 연구이다.
기술가치평가의 신뢰성과 합리성을 담보하기 위한 또 다른 연구의 주류는 실물옵션평가법
(Real Option Valuation: ROV)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술가치평가에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원래 실물옵션의 개념이 금융자산의 가치평가를 위한 것으로 유로피언 콜옵션의
가격결정 모형을 제시한 블랙-숄즈 방정식에 기초를 두고 있다.
김동준28)(2006)은 기존의 수익접근법을 통한 기술가치평가법 외에 실물옵션의 개념을 이
용하여 사례를 비교함으로써 기술가치평가를 하고, 두 방법을 비교하였다.
권용장29)(2007)은 수익접근법의 대표적인 방법인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과 실물옵션모델의 이론을 비교하면서 실물옵션모델이 가진 장점을 소개하고, 국가
R&D사업(한국형 고속전철 프로젝트)의 예를 들어 실제로 그 값을 산출하였다.
이보현30)(2010)은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신기술, 특허 등의 기존방식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형태의 무형자산이 많고, 불확실성이 높아 변동성이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 벤처기업의 기술
23) “기술가치평가 모델과 적용사례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5
24) “현행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7
25) “AHP와 쓰루풋회계를 이용한 기술가치 평가모형의 연구”, 건국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4
26) “기술가치 평가를 위한 기술기여도 평가모델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27) “특허가치 평가를 위한 기술기여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28) “실물옵션을 활용한 가치평가 모형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
29) “실물옵션을 활용한 국가 R&D 기술가치평가”,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30) “실물옵션을 이용한 벤처기업의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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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평가는 일반적인 방법과 달리 변동성을 감안한 실물옵션법을 사용해야한다고 하였다.
서점미31)(2010)는 기존의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이 지닌 기술가치
평가방법의 한계를 지적하고, 사업가치의 변동성을 감안한 실물옵션모델을 제안하였고, 기술
가치산정을 위한 Tool로써 시뮬레이션기법을 활용하였으며, 실제로 Crystal ball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마지막으로 변병문32)(2002)은 기술가치가 가지는 가변성에 대해서 역설하였다. 즉 기술가
치는 평가목적과 평가항목 및 항목이 지닌 가중치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지며, 평가방법론
과 모형의 선택에 따라서 최종기술가치가 달라지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이다. 즉, 앞서 말한
각종 핵심변수의 추정방법과 기준, 산업과 시장을 분석하는 정보에 따라서 가치가 달라지며,
사용되어지는 평가모형(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수익접근법, 실물옵션법)에 따라 상이하므로
그 혼합모형을 제시하였다. 즉, 1단계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사업가치를 계
산하고, 2단계에서는 사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이 차지하는 비율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가정하
사업가치 창출에 대한 무형자산의 기여도를 구하며, 3단계에서는 전체 사업가치 창출에서
기술기여 부분을 측정하는 기술의 기여도를 구하고, 마지막으로 4단계에서 미래수익창출의
불확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물옵션모형을 적용하는 것이다.

Ⅲ. 사례분석을 통한 비교분석
1. 기술보증기금 평가방식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예비평가와 본평가의 과정은 <표 5>와 같다. 기술보증기금은 다음
의 절차에 따라서 기술가치평가를 진행하며,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에 기반하여 현
금흐름할인법(DCF)을 이용하여 최종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한다.

31)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활용한 기술가치평가에 관한 연구”, 경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32) “기술가치를 위한 새로운 접근”, 한국기술혁신학회지 추계학술대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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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단계 : 문제의 인식
○평가대상기술 확인(피평가자 방문조사 가능)
○평가목적 ○평가시점 ○평가예상가치
예비평가 ○평가권익 ○평가범위제 2 단계 : 평가계획 수립 및 계약
○평가자료 ○평가인원 ○자료출처
○평가수수료의 산정 ○시간계획 ○평가계약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의 개략적인 사항 조사
제 3 단계 : 실태(방문)조사
○기술개발조직 및 인력, 기술개발실적 등 기술개발능력
○제품개발계획 및 진척도, 완성도 등 제품화능력 및 생산화능력
○기타 기술사업계획서 등 접수자료의 사실여부
○대상기술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등 현황조사
○대상기술의 매출현황 및 예상규모
○해당 기업의 재무제표, 기타 관련자료 수집
제 4 단계 : 자료의 수집과 분석, 보완조사
본평가 ○기술자료
○시장자료
○사업자료
(품질수준, 경쟁기술)
(국내외 시장자료)
(매출계약, 영업자료)
○거래처, 동종 업계 또는 금융기관 등을 통한 보완조사
○대내외 각종 기술정보 및 산업동향정보의 보완조사
○인쇄매체, 인터넷 등을 통한 관련자료 추가 자료수집
제 5 단계 : 평 가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평가 및 평가서 작성, 기술가치금액 산정
제 6 단계 : 기술평가 심의위원회
○평가결과의 적정성 확인 ○평가서에 의한 평가결과 통보

33)

<표 5> 기술보증기금의 평가대상기술 가치금액 산정 과정

<표 6>의 절차와 세부평가방법에 따라서 최종의 ⑨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하게 된다.

33) “기술사업화전문가 양성교육과정”,기술평가사 교육자료,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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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세부평가방법
○기술동향, 경쟁력수준, 권리분석 등 기술우수성
① 기술성, 시장성 분석
○시장규모, 성장성, 시장점유율 등 정량적 분석
○수익률, 시장진입시점, 예상 매출규모 등 정량적 분석
○법적보호기간
○인용특허수명지수
② 기술의 경제적 수명 추정 ○기술수명 영향요인에 대한 정량화 평가지표
○IT기술로드맵
○전문가 합의 결정
○시장점유율, GNP탄성치, 최소자승법에 의한 추정
③ 매출액 추정
○실무편법에 의한 매출액 추정 등
④ 추정재무제표 작성
○자산추정, 각 계정과목 계산
○평가대상기술 업종에 대한 표준재무제표 및 재무비율 선택
⑤ 여유현금흐름 추정
○기술수명에 따른 여유현금흐름 추정
(세후영업이익, 감가상각, 자본적 지출, 운전자본 증감 등)
⑥ 할인율 추정
○기술군 및 기업형태별 / 규모별 할인율의 선택 적용
⑦ 현재가치 계산
○현재가치 및 현재가치의 합 계산
○업종에 따른 산업기술요소 선정
⑧ 기술기여도 추정
○개별기술강도의 계산

○기술의 가치 =  
× 기술기여도
  
단, n : 기술의 경제적 수명
FCF(Free Cash Flow) : 여유현금흐름
r : 할인율


⑨ 기술가치금액 산정







<표 6> 수익접근법에 기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최종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하기 위해서 핵심변수의 추
정과 적용이 중요한 부분이고, 이 변수들은 데이터와 정보의 양, 전문가의 의견, 핵심변수의
추정방법에 따라 최종 기술가치금액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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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의 적용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사례를 제시하여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의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DCF)을 이용하여, 평가금액을 산정하여 보고자 한다.
먼저, 적용할 프로젝트는 “실물옵션을 활용한 국가 R&D 기술가치평가”34)에서 제시한 한
국형고속철도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값을 사용한다.
본 사례는 현금흐름할인법(DCF)과 실물옵션법(ROV)의 적용을 통하여 그 가치를 비교분
석하고, 실물옵션방법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국가 R&D로 수
행한 한국형고속전철을 기초로 하여 관련 연구에 투입된 비용과 시장상황, 기술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분석, 평가하여 본 기술이 상용화되어 시장에 진출할 경우 그 개발에 따른
기술가치가 어떻게 평가되는지에 대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형고속철도 프로젝트”에 사용된 기초값을 기준으로 새로운 값을 대입
하여 현금흐름할인법(DCF) 내에서 핵심변수의 값에 따라서 최종기술가치금액의 변화를 보
여주고,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최종금액을 보다 편리하게 산출한다.
□ 『한국형고속철도 프로젝트』 기초값
○ 기술명: [한국형고속철 프로젝트] 속도제어기술
○ 기술의 경제적 수명: 10년
○ 현금흐름의 산정: 시장상황에 따라 6개의 시나리오로 구성(Scenario 1～6)
○ 할인율의 결정: 8.02%
○ 기술기여도 결정: 10%
※ 연구개발비(Investment): 2,159억원
※ 기술가치평가기법: 현금흐름할인법(DCF)
※ 계산프로그램: 엑셀
<표 7> 프로젝트가치평가를 위한 기초값
<표 7>에 제시되어 있는 기초값은 본 논문에 적용이 가능하도록 재구성한 값이다. 즉, 한
국형고속철도 프로젝트 전체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닌, 전체 프로젝트에 투입된 핵심기
술(속도제어기술)을 가정하여 재구성하였다. 즉, 핵심변수 중에서 “기술기여도”는 프로젝트
34) “실물옵션을 활용한 국가 R&D 기술가치평가”, 권용장, 한양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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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구성하고 있는 개별기술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서 만든 항목으로 한국형고속철도 프로
젝트에서 핵심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을 10%, 25%, 33%로 가정하여 제시하였다.
■ STEP 1: 프로젝트 개발기간(2000년～2002년말)
- 프로젝트에 투입된 개발비용: 2,159억원
■ STEP 2: 프로젝트 상용화 후 현금흐름추정(2003년～2012년)
- 해당 프로젝트에서 개발된 핵심기술의 경제적 수명: 10년(t=10)
구분

(단위: 백만원)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Scenario 1

4,035

4,411

4,822

5,271

5,761

6,298

6,884

7,525

8,226

8,991

Scenario 2

8,071

8,822

9,644

10,541

11,523

12,596

13,768

15,050

16,451

17,983

Scenario 3

16,142

17,645

19,287

21,083

23,046

25,191

27,537

30,100

32,903

35,966

Scenario 4

24,213

26,467

28,931

31,624

34,569

37,787

41,305

45,150

49,354

53,949

Scenario 5

32,284

35,289

38,575

42,166

46,092

50,383

55,073

60,201

65,805

71,932

Scenario 6

40,354

44,111

48,218

52,707

57,614

62,978

68,842

75,251

82,257

89,915

<표 8> 시나리오별 프로젝트 현금흐름(10년)
<표 8>은 실제 엑셀시트에서 구현된 내용이며, 핵심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표에서 노란색
으로 표기된 t=1～10에 해당하는 10년간의 현금흐름(Cash Flow)이다.
그리고 <표 8>의 Scenario 1～6은 향후의 경제상황과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시장상황이
좋지 않을 경우(Scenario 1)에서 시장상황이 가장 좋을 경우(Scenario 6)를 구분하고, 총 6
가지 시나리오(Scenario 1～6)에 따른 현금흐름을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 STEP 3: 프로젝트 기간별로 할인율을 적용하여 현재가치를 구함
- 프로젝트 기간동안 해당 시장과 산업에 맞는 할인율을 적용: 8.02%
- t=1에는 해당 현금흐름에    를 나누어 주고,
t=2에는 현금흐름에     를 나누어 주고,
마지막 t=10에는 현금흐름에     을 나누어 준다.
각각의 할인율을 적용하여 기간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를 산정할 수 있으며, 계산은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스프레드시트에 정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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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는 할인율을 적용하여 구한 기간별 현금흐름의 현재가치이다.
구분

(단위: 백만원)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Scenario 1

3,735

3,780

3,826

3,871

3,917

3,964

4,012

4,060

4,108

4,157

Scenario 2

7,472

7,561

7,651

7,742

7,835

7,929

8,023

8,119

8,216

8,314

Scenario 3

14,944

15,122

15,302

15,485

15,670

15,857

16,047

16,238

16,432

16,628

Scenario 4

22,415

22,683

22,954

23,227

23,505

23,786

24,070

24,357

24,648

24,943

Scenario 5

29,887

30,243

30,605

30,970

31,340

31,715

32,093

32,477

32,864

33,257

Scenario 6

37,358

37,804

38,256

38,713

39,175

39,643

40,117

40,596

41,080

41,571

<표 9> 시나리오별 프로젝트 현금흐름의 현재가치 (할인율 8.02% 적용)
■ STEP 4: 프로젝트 기간별 현재가치의 합과 기술기여도 적용: 10%
- 프로젝트의 현금흐름에 기여한 핵심기술의 기여도를 10% 적용할 경우
- 기술기여도를 적용함으로써 최종 기술가치를 금액으로 산정한다.
- 엑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스프레드시트에 쉽게 표현할 수 있다.
구분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단위: 백만원)

현재가치

기술

합

기여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Scenario 1

3,736

3,781

3,827

3,873

3,919

3,966

4,014

4,063

4,111

4,161

39,451

3,945

Scenario 2

7,472

7,562

7,653

7,745

7,839

7,933

8,028

8,125

8,223

8,322

78,902

7,890

Scenario 3

14,945

15,125

15,307

15,491

15,677

15,866

16,057

16,250

16,446

16,644

157,808

15,781

Scenario 4

22,417

22,687

22,960

23,236

23,516

23,799

24,085

24,375

24,669

24,966

236,710

23,671

Scenario 5

29,889

30,249

30,613

30,982

31,355

31,732

32,114

32,500

32,892

33,287

315,613

31,561

Scenario 6

37,362

37,811

38,267

38,727

39,193

39,665

40,142

40,626

41,114

41,609

394,516

39,452

(10%적용)

<표 10> 시나리오별 최종 기술가치금액 (기술기여도: 10%)
<표 10>은 『한국형고속철도』 프로젝트의 핵심기술이 가지는 최종 기술가치금액을 나타
내고 있다. “Scenario 1”은 경제상황 및 시장상황이 가장 좋지 않은 경우로, 최종 기술가치
가 약 39억원이고, “Scenario 6"의 경우는 미래현금흐름이 가장 긍정적인 경우로, 최종 기술
가치는 약 394억원이 된다. <표 10>에 나타난 현재가치의 합은 『한국형고속철도』 프로젝
트 전체의 가치가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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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백만원)
구분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현재가치

기술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합

기여도

Scenario 1

3,736

3,781

3,827

3,873

3,919

3,966

4,014

4,063

4,111

4,161

39,451

9,863

Scenario 2

7,472

7,562

7,653

7,745

7,839

7,933

8,028

8,125

8,223

8,322

78,902

19,726

Scenario 3

14,945

15,125

15,307

15,491

15,677

15,866

16,057

16,250

16,446

16,644

157,808

39,452

Scenario 4

22,417

22,687

22,960

23,236

23,516

23,799

24,085

24,375

24,669

24,966

236,710

59,178

Scenario 5

29,889

30,249

30,613

30,982

31,355

31,732

32,114

32,500

32,892

33,287

315,613

78,903

Scenario 6

37,362

37,811

38,267

38,727

39,193

39,665

40,142

40,626

41,114

41,609

394,516

98,629

(25%적용)

<표 11> 시나리오별 최종 기술가치금액 (기술기여도: 25%)
<표 11>의 “Scenario 1”에서 최종 기술가치가 약 98억원이고, “Scenario 6"의 경우는 미
래현금흐름이 가장 긍정적인 경우로, 최종 기술가치는 약 986억원이 된다. <표 11>의 현재
가치합은 『한국형고속철도』 프로젝트 전체의 가치이다.
(단위: 백만원)
구분

t=1

t=2

t=3

t=4

t=5

t=6

t=7

t=8

t=9

t=10

현재가치

기술

합

기여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Scenario 1

3,736

3,781

3,827

3,873

3,919

3,966

4,014

4,063

4,111

4,161

39,451

13,019

Scenario 2

7,472

7,562

7,653

7,745

7,839

7,933

8,028

8,125

8,223

8,322

78,902

26,038

Scenario 3

14,945

15,125

15,307

15,491

15,677

15,866

16,057

16,250

16,446

16,644

157,808

52,077

Scenario 4

22,417

22,687

22,960

23,236

23,516

23,799

24,085

24,375

24,669

24,966

236,710

78,114

Scenario 5

29,889

30,249

30,613

30,982

31,355

31,732

32,114

32,500

32,892

33,287

315,613

104,152

Scenario 6

37,362

37,811

38,267

38,727

39,193

39,665

40,142

40,626

41,114

41,609

394,516

130,190

(33%적용)

<표 12> 시나리오별 최종 기술가치금액 (기술기여도: 33%)
<표 12>의 “Scenario 1”에서 최종 기술가치가 약 130억원이고, “Scenario 6"의 최종 기술
가치는 약 1,300억원이고, 현재가치합은 『한국형고속철도』 프로젝트 전체의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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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기술(Technology)이라는 무형자산의 가치는 평가의 목적과 시점, 평가의 방법 등에 따라
서 그 결과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오늘날 기업경쟁력의 핵심이 서서히 무형자산으
로 이동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신제품 및 첨단제품 구현에 핵심으로 작용하는 기술력의 확
보와 관리가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또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발된 R&D의 성과물이나 특허의 활용을 통한 사업화로의 연
결은 산업기술기반의 확보와 산업발전을 통한 기업창업과 일자리 활성화로 이어지므로 그
이전(Transfer)과 거래(Transaction)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럼 기술이전과 거래를 위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의 요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선
결과제는 정확하고 합리적인 기술가치의 평가라 할 수 있겠다. 또한 이런 기술가치의 평가
는 기존의 등급이나 의견 및 지수(Index)를 활용한 방법 외에도 기술시장(Technology
Market)에서 거래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금액법에 따른 화폐가치로의 환산이 아주 중요
한 요소이다. 이와 같이 최종 기술가치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기 위한 방법론(Methodology)으
로 시장접근법(Market Approach), 비용접근법(Cost Approach),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 실물옵션법(Real Option Valuation)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중에서 수익접
근법이 가장 널리 활용되는 방법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익접근법 중에서 현금흐름할인법
(Discounted Cash Flow: DCF)에 의해서 최종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
는 주요 추정요소와 핵심변수가 가진 한계점을 실제 사례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사례로 쓰인 예는 『한국형고속철도』프로젝트를 대상으로 프로젝트 전체의 가치평가를
실시한 사례이고, 본 사례를 재구성하여 전체 프로젝트에 포함된 개별기술을 가정하여 현금
흐름할인법에 따른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하였다.
현금흐름할인법을 사용하여 기술가치평가를 실시할 경우 가장 중요한 추정변수인 “기술의
경제적 수명”, “여유현금흐름”의 추정, “할인율”의 결정, “기술기여도”의 산정이라는 핵심변
수를 중심으로 STEP별로 최종 기술가치금액을 산정하였다.
먼저, 기술의 경제적 수명은 10년(t=10)으로 하였고, “여유현금흐름”의 추정은 미래의 경
제상황과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6가지(Scenario 1～6)로 나누었다. 시나리오 1은 가장 나쁜
환경을 가정하여 제시하고, 시나리오 6은 가장 긍정적인 상황을 감안한 수치이다. “할인율”
의 결정은 해당 산업이 속한 업종 평균에 해당하는 WACC(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35)을 사용하여 8.02%를 적용하고, “기술기여도”는 해당 기술이 전체 프로젝트에서
35) 기업의 자본조달원천(부채, 우선주, 보통주, 유보이익 등)별 자본비용을 그 자본이 총자본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 즉, 자본구성비율에 따라 가중 평균한 것이 가중평균 자본비용이다. 일반적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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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기여도가 10%, 25%, 33% 인 경우로 나누어서 최종 기술가치금액을 제시하였다.
즉,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의 현금흐름할인법(Discounted Cash Flow: DCF)의 경
우에 최종 기술가치금액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방향성에 따라 최종가치가 달라진다.
첫 번째, 경제적 수명이 늘어날수록 최종가치의 합은 양(+)의 방향을 갖는다.
두 번째, 기간별 여유현금흐름이 늘어날수록 최종가치의 합은 양(+)의 방향을 갖는다.
세 번째, 할인율이 커질수록 최종가치의 합은 음(-)의 방향을 갖는다.
네 번째, 기술기여도의 적용비율이 커질수록 최종가치의 합은 양(+)의 방향을 갖는다.
최종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기술가치가 가장 낮게 제시된 금액은 시나리오 1의 경우에 기
술기여도 10%를 적용했을 경우의 39억원에서 가장 높게 제시된 금액은 시나리오 6에서 기
술기여도 33%를 적용한 1,300억원까지 그 범위가 엄청나다는 사실을 인지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자료분석을 위해 사용된 프로그램은 MS사의 엑셀(EXCEL) 프로그램이며, 엑
셀프로그램은 수치의 분석과 해석, 통계학, 경영과학, 재무 및 금융공학 분야에서도 널리 이
용되는 강력한 Tool을 제공한다. 논문에 사용된 자료의 해석과 표는 모두 엑셀 스프레드시
트에서 계산된 내용을 인용한 것이며, 사용하는 함수(Function)에 따라서 간단하게 값을 계
산할 수 있다.
STEP별로 살펴본 바와 같이 최종 기술가치금액은 핵심변수의 추정과 기여율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많은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가 있다. 따라서 현금흐름할인법이 가장 널리 쓰이는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이기는 하지만, 그 추정방법이 지닌 객관성의 문제, 즉 평가자의 주관과
가용 정보의 양과 변수적용 기준에 따른 최종 기술가치평가 금액의 차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기술가치평가 방법론과 관련된 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즉, 합리적인 경제적 수
명을 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여유현금흐름을 정확하게 책정하기 위한 회계분야의 연구와
표준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연구, 적정 할인율 결정을 위한 재무분야의 연구, 해당 기술의 정
확한 기여도를 책정하기 위한 산업기술계의 연구흐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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