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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기술도입비용이 최소가 되는 수리모형을 목표계획법을 이용하여 설계하 다. 기술도입자

의 요구조건에 한 성능을 효과 으로 분석하기 하여 하 기술 별로 방향성을 부여하여 

기술네트워크를 각각 구성하 고 이를 효과 으로 목표계획법에 반 하 다. 사례분석에서

는 차기 차 기술제공자 선택 사례를 분석하 다. 

주제어 : 기술네트워크, 기술평가, 기술거래 네트워크, 기술제공자 선택, 기술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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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Selection Model of Technology Transferor in 

Technology Trade Network

 Jong-Il LeeㆍBong-Ju JeongㆍKa-Yeon NohㆍSeung-Bae Sim 

Abstract : This study presents a concept of technology trade network and management, 

and proposes a procedural method for optimally selecting the technology transferor when 

a technology transferee needs to buy a specific technology. We develop a technology trade 

network where technology supplier, technology marketer, and technology transferee are 

informatively linked. And a technology trade management consists of three step of 

estimating technology, trading technology, and commercialization technology. Technology 

transferees could import the best appropriate technology which they want through these 

technology network method and cost optimization method. And we hope that these 

methodologies can be used in selecting new technology. A methodology can be classified 

into an estimating technology process and a choice of technology supplier process. In an 

estimating technology process, we calculate the technology similarity quantitatively 

through developing method of estimating technology which is focused on its technological 

characteristics. After defining the related cost of technology introduction, we suggest goal 

programming model to find a solution which can be acceptable both maximizing the 

technology similarity and minimizing the cost of technology. And suggested model is 

verified with a supplier selection problem of next generation tanks.

Key Words : Technology Network, Technology Evaluation, Technology Trade Network, 

Technology Transferor Selection, Technology Simi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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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배경  목

최근의 기업환경은 신기술 개발과 제품의 신에 의해 기업의 성장과 퇴보가 결정되

는 추세다. 특히, 기술의 수명이 짧아지고 기술의 융ㆍ복합화가 가속되고 있으며 신제품 

출시에 한 로벌 경쟁이 심화되는 등 어려움이 한층 가 되고 있다. 첨단 산업의 경

우 제품수명이 1∼2년에 불과해 기에 제품을 시장에 출시하기 해서는 다양한 기술

원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신제품에 한 아이디어와 기술개발, 기술사업화의 

모든 것을 기업이 독자 으로 수행하는 것은 매우 힘든 상황이다. 따라서 기업경 환경

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 신 방법이 필요하다. 이미 선진

국의 로벌 기업들은 연구개발투자 확 뿐만 아니라 국내ㆍ외를 막론하고 외부와의 

력활동을 증가시키고 있다. 즉, 핵심역량만을 자체개발하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조달하는 

경향으로 환되고 있으며 네트워크를 심으로 하는 개방형 신체제로 추진되고 있다

(김 주, 2007). 21세기에는 과거의 생산요소 투입형 성장 략에서 벗어나 고기술, 고생

산성, 고부가가치 심의 신주도형 성장 략으로의 근본 인 의식 환이 요구되고 있

으며 이는 기술개발이 효과 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Henry et al., 2008). 이러

한 기술개발은 기업단독의 활동으로 이루어지기에는 제한되기 때문에 기술 신의 시

지 효과를 달성하기 하여 기술개발과 인 라 조성 간 연계를 강화하고 기술거래, 기술

사업화 진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기술거래, 기술사업화 등의 필요성에 기반을 두어 이들을 

포 하는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개념을 도입하고 이를 효과 으로 운 하는 방법론으로 

기술거래 리 제시와 기술거래 리의 세부 인 내용으로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 기술

을 공 하는 자와 기술을 도입하는 자의 계를 고려하여 기술제공자 선택을 한 방법

론 개발을 목 으로 한다.

2. 연구의 내용

본 연구는 기술 가치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의 활성화를 한 략  도구로써 기

술거래 네트워크의 개념을 새롭게 도입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기술거래 리의 구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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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론으로써 기술제공자 선택을 한 방법론을 제시한다. 

기술거래 네트워크는 기술을 한 기업이 반드시 보유하고 지켜야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제품과 같이 거래를 통해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소비재로 본다. 따라서 기

술은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주체들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거래되며 이익을 창출한다. 

창출되는 이익의 극 화를 해 기술거래 리가 필요하며 이를 한 여러 가지 방법론 

에서 기술도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제공하는 최 의 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방법론에 해서 본 연구는 구체 으로 논한다. 제안된 기술제공자 선택 모델은 기술제

공자와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기술 간의 연 도를 기술네트워크에서의 기술연 도 산

출방법을 용하여 정량 으로 도출하고 기술도입에 따른 비용을 정의한다. 의사결정자

가 설정한 략  목 에 따라 기술연 도와 기술도입비용들 간의 우선순   가 치

를 조 하여 기술연 도가 최 가 되고 기술도입비용이 최소가 되는 최 의 기술제공자

를 선택한다.

Ⅱ. 련 연구

1. 기술연 분석 련 연구

기술연 도는 기술연 분석에서 기술의 가치를 기술성으로 측정하는 하나의 지표라

고 할 수 있다. 기술연 분석이라는 개념은 산업연 분석으로부터 유추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산업 간에는 산업 연 표라는 것이 있는데 이 표는 산업 간의 투입과 산출의 연

계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효과가 있다. 를 들어, 시멘트산업과 포장산업

의 산업간 연 계를 정량 으로 표 하고자 할 때 이 표를 작성하여 사용한다(박병무 

외, 1996). 이러한 산업연 분석과 같이 기술간 연 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기술연 분

석이다. 기술연 분석에는 기술－사회의 연 , 기술－산업의 연 , 기술－기술의 연 의 

세 가지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과 기술의 연 에 한 분석만을 고찰한다.

유태수 외(1996)는 기술연 분석에 한 기존 연구들을 고찰하고 기술연 분석을 통

해 정보통신 연구개발사업의 효율  리방안을 제시하 다. 기술 간의 연 성은 문가

집단의 설문조사에 의해 측정하 고 도출된 연 성을 이용하여 기술 간의 유사도를 측

정하여 기술 그룹핑 방법을 통해 핵심기술을 선정하 다. 강희종 외(2006)는 유망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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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을 하여 특허분석을 사용하 다. 유망기술을 측하는 데 있어서 기술융합지수를 

사용하 는데 기술융합지수는 기술 간의 융합정도를 특허의 복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여러 가지 기술의 특허가 융합되어 나타나는 양을 계수화 한 것이다. Bengisu and 

Nekhili(2006)는 터키의 기술 정책 사업에서 투자가 필요한 기술의 우선순 를 결정하는 

문제를 연구하 다. 기술의 우선순 는 특허분석을 통해 유망기술 분석과 논문의 발표 

횟수  인용 수 분석을 동시에 수행하여 핵심기술 우선순 를 선정하 다. Lee(2007)는 

동시 인 기술통합의 패턴과 로세스를 지능형 로 의 를 들어 측하 다. 기술의 

통합을 주 기술에 부가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술이 되는 형태(convergence type)와 

서로 다른 기술이 합쳐져서 새로운 기술이 되는 형태(fractal type)로 구분하 다. 기술통

합의 패턴은 특허분석을 통해 측하 는데 두 가지 기술의 특허가 동시에 나타나는 특

허의 수를 분석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Banuls and Salmeron(2007)은 IT산업에서의 유

망기술을 특허 키워드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방법들은 부분의 특허분석을 사용하고 있으며 기술연 도와 

련된 연구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기술연 도는 문가의 주 인 견

해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객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량 인 연구에 있어서 근

본 인 한계 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2. 기술거래 네트워크 련 연구

기술거래 네트워크(technology trade network)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연구는 재 거의 

없으며 이와 비슷한 개념에 한 연구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기술거래 네트워크는 기술

을 사용할 수 있는 지식뿐만이 아니라 기술을 흡수하여 사업화하는 모든 역을 포 하

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와 련된 연구들을 포함하여 기존연구를 고찰한다.

Mattoo et al.(2004)과 Vishwasrao et al.(2007)은 개발도상국가에서의 외국인 직 투

자의 효과를 연구하 다. 외국인 직 투자는 자본뿐만이 아니라 고가의 기술이 도 포함

되는데, 기술이 과 시장에서의 경쟁은 충(trade-off) 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하

게 균형을 맞추는 것이 요하며 이러한 균형 이 외국인 직 투자의 요 요소임을 보

여 다. Yeaple(2005)과 Ethier(2005)는 국제 간 기술거래, 기술이 과 련하여 기술을 

습득하고 그 기술을 운용하는 인력에 한 비용문제를 연구하 다. 기술거래에 있어서 

기술을 흡수한 인력에 한 리미엄이 존재하고 이 리미엄이 기술사업화에 큰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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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미치며 기술거래에 있어서 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Cox et 

al.(2006)과 Douw and Vondeling(2007)은 헬스 어(health care) 기술에 있어서 요한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방법을 제안하 다. 핵심기술을 선정하는 평가지표를 개발하고 평

가지표를 문가 설문조사와 시장 측을 통해 핵심기술로서 요구되는 사항들과 헬스

어에 요구되는 이 들을 최 화하고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

다. Madsen(2007)은 OECD 국가들을 상으로 1870년부터 2004년까지의 기술개발과 확

산의 자료를 분석하여 기술과 지식의 폭발 인 증가가 생산성의 증가에 아주 요한 

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었다. Tseng(2008)은 기술 신(technology innovation)과 지식

네트워크(knowledge network)를 아시아 여섯 개 국가 간의 특허인용 수를 분석하여 도

출하 다. 특허인용의 성격을 분류하여 국가별 기술 신의 경향을 제시하 고 여섯 개 

국가 간의 상호 특허 인용 횟수 분석을 통해 지식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국가 간의 지식흐

름(knowledge flow)을 도식화하 다. Spulber(2008)는 국제 무역에 있어서 기술 거래는 

GDP에 비해서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기술거래가 활발하면 GDP도 증가하는 것

을 보여 다. 기술거래의 증가는 국가의 신능력을 향상시키고 부족한 연구개발 환경에 

정 인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 다. Bond III et al.(2008)은 기술거래 네트워크와 

가장 유사한 개념인 지식이  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를 제안하고 그 

역을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과 생산품에의 기술 용(technology applied to 

products)으로 한정하 다. 한 지식의 흐름을 설문조사를 통하여 분석하여 네트워크로 

도식화하 다. 지식이  네트워크(knowledge transfer network)는 기술개발과 신제품 

개발의 역만을 포함하고 있어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개념보다 소하다고 할 수 있다. 

Arvanitis et al.(2008)은 학과 산업체 간의 기술 력이 요함을 강조하면서 지식과 기

술이  활동(knowledge and technology transfer activity)이 학과 산업체 간에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야 한다는 것을 보여 다.

이러한 연구들은 기술의 신과 확산이 생산성의 향상은 물론 새로운 기술 신을 이

루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 다.

3. 기술평가 련 연구

기술평가(technology evaluation)에 한 연구는 재 매우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평가자 는 연구자가 어떤 을 취하느냐에 따라 평가하고자 하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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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다양하게 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의 내용 한 매우 다양하게 존재한다. 한 평

가하고자 하는 에 따라 사용되는 변수의 범 가 결정되기 때문에 모형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김재우 외(2004)는 국내외 으로 활용되고 있는 평가방

법들을 분석하고 우리나라 실정에 합한 기술평가 방법들의 체계화를 시도하 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기술평가는 간편성이 강조된 평가방법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기술평가는 그 내용과 성격에 따라 다양한 평가방법이 필요하므로 평가방법을 

보다 다양하고 질 높게 할 필요가 있다 하 다.

Robert et al.(1999)은 기술가치 평가의 경제  가치를 평가하기 해 비용 근법, 시

장 근법, 수익 근법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고 하 으며 설성수(2000)는 이 게 다양

한 기술평가 방법론을 종합하여 어떤 기술평가에도 용할 수 있는 일반 인 방법론을 

제시하 다. 양동우(2000)는 기술신용보증기 의 기술평가 사업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기술평가 방법을 심으로 이를 시행하는데 고려해야 할 실  문제에 해 언 하고 

이익 근법을 심으로 검토하 으며, 평가모형을 제시하여 기술기여도를 추정하 다. 

하지만 모형에 사용된 무형자산들이 상호 독립 이지 않아 실에서 평가하는데 한계

을 가지고 있다. 백동  외(2003)는 수익 근법에 기 하여 기술이 거래 진을 한 

기술가치 평가 모형의 개발과 평가모형에 따른 평가과정을 지원하는 기술가치 평가시스

템의 개발 연구를 진행하 다. 하지만 이미 개발 완료된 기술에 한 기술 가치를 평가

하고 있어 국가  기업의 연구개발 는 기술개발에 한 투자의사결정에는 부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 이 외에도 기술평가를 한 연구로 Powell(1992)은 모든 투자 결정에는 

문제가 있음을 제시했으며 IT에서 투자 결정을 한 방법들을 제시하 고 Love and 

Irani(2004)는 IT 평가에서의 재까지 연구의 한계 을 제시하고 데이터를 통해 수익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에 해 조사하 다. Yap and Souder(2002)는 기술 선정

을 한 평가에 하여 필터 시스템을 이용하 고 두 단계로 나눠 진행하는 방법을 제시

하 다. 한 김흥수(2003)는 특허의 무형자산을 평가하기 한 방법을 검토하 으며 소

득 근법 방식에 의한 응용 로그램에 하여 제시하 다.

국방 분야에서 기술평가 연구로 김찬수(2009)는 기술성숙도평가와 기술 비 수 에 

하여 분석하여 국방핵심기술 연구의 제안서 평가와 성과평가의 타당성에 해 연구하

으며 김형 (2010)은 국방 연구개발과 시험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한 모델을 

개발하여 제시하 다. 방법론은 분야별 문제   개선사항을 델 이법을 통해 도출하

으며 회귀분석, 계층분석기법 그리고 요인분석을 통해 성능을 평가하 다.

지 까지의 선행연구들은 주로 개별 인 에서의 방법론을 제시하 으나 이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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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으로 표 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연구는 거의 존재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술 연 도와 기술도입비용의 최 화방법을 통해 최 의 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방법

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기술거래 네트워크 환경 정의

1. 기술거래 네트워크 정의

본 연구에서 가정하고 있는 기술거래 네트워크(technology trade network) 환경은 다

수의 기술제공자(transferor), 다수의 기술마 터(marketer), 하나의 기술도입자(transferee)

로 구성된다. <그림 1>에서와 같이 기술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한 정보를 기

술마 터에게 제공하고 기술도입자는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기술마 터에게 요청한

다. 기술마 터는 해당 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도입자와 해당 기술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제공자의 거래를 개하는 역할을 한다.

<그림 1> 기술거래 네트워크 환경의 개념

기술거래 네트워크는 기술을 사고 는 모든 행 를 뜻하는 기술거래,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평가, 기술의 사업화를 한 기술사업화 행 가 포함되는 기술 리의 도

구라고 할 수 있다. 기술거래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주체는 기술거래 네트워크상의 기업 

는 연구소 등이 될 수 있으며 형태는 연결된 비순환 그래 로 표 된다. 기술거래 네

트워크상의 노드를 구성하는 것은 기업으로 이들 기업 간 기술은 상호 연결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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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들 연결 사이에는 연결성의 정도가 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기술연 도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결성은 종속 , 상호보완 , 독립 인 연결이거나 수직 , 수평  연결일 

수 있다. 

2. 기술거래 리 정의

기술거래 네트워크를 효율 이고 효과 으로 운 하고 리하는 방법이 기술거래 

리(technology trade management)이다. 기술거래 리의 효율성에 따라 기업의 제품개

발, 마 이 좌우되며 기술거래 리를 통해 기업이 갖고 있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이용

도를 극 화하여 제품 신을 이룰 수 있게 된다. 기술거래 리에는 기술평가(technology 

evaluation), 기술거래(technology trade), 기술사업화(technology commercialization)의 

세 가지 단계가 있으며 <그림 2>와 같이 표 할 수 있다.

기술평가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거나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의 가치를 평가하여 기술거

래, 사업화 타당성의 근거가 될 수 있으며 목 에 따라서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에서 

어느 항목에 을 둘 것인지가 결정된다. 기술거래는 기술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기

술들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거래하는 것을 말하며 기술의 매매행 를 의미한다. 기술사

업화는 기술가치가 있고 사업화의 가능성이 있는 기술을 기술거래 행 를 통해 이 받

아 상품화하는 것으로 신제품개발 등이 이에 속한다. 기술이 (technology transfer)을 

해서는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의 단계가 필요하다.

기술사업화에는 많은 리스크가 존재하므로 기술사업화 이 에 기술평가가 기술도입

자가 요구하는 목 에 어느 정도 부합하는지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요하다. 

사업화된 기술은 제품 신을 통해 변형(reinvention)되거나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 기

술제공자 는 기술제공자의 역할을 하는 기술도입자에게 환류(feedback)되어 기술개발

의 선순환 구조를 구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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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기술거래 리의 개념

3. 기술네트워크 정의

모든 기술은 신기술 는 신제품을 생산하거나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기 해서는 다른 

기술이 필요하며 이들 기술 간에는 한 방향 는 방향으로 향을 주며 이 향은 기

술 력이나 기술이 의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 기술과 기술은 상호 연 이 있다고 

하며(박병무 외, 1996) 이것을 네트워크로 표시한 것을 본 연구에서는 기술네트워크

(technology network)라고 정의한다. 

<그림 3>과 같이 기술네트워크 상의 노드(node)는 개별 기술이며 아크(arc)는 기술 

간의 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는 데 이를 기술의 향도(impact level)이라고 하며 기

술과 기술이 서로 향을 주지 않으면 아크는 연결되지 않는다.

<그림 3> 기술네트워크의 

4. 기술연 도 정의

기술네트워크에서 각각의 기술이 서로(상호) 어느 정도로 향을 주는 기술인가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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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으로 나타내는 지표가 기술연 도(relation level)이다. 기술연 도는 기술거래 네트

워크에서 기술제공자와 기술제공자,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연 도를 정량 으로 

측정하는 도구로써 기술도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선별할 수 있고 기술제공자 

간의 기술  능력을 검증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기술과 기술이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기술연 도는 커지게 되는데 기술연 도가 크다

는 것은 그 기술이 기술도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의 성격과 같을 확률이 높아진다

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당연히 기술도입자는 기술연 도가 큰 기술을 보유한 기술제공자

를 선택하려고 할 것이고 이것은 기술연 도가 기술거래 리에서 기술을 선택하는 데 

필수 인 요인이 됨을 의미한다. 

기술 향도는 방향성이 있으며 기술과 기술이 상호 연 이 있을 경우 양방향성을 나

타내고 한 쪽으로만 연 이 있을 경우 단방향성을 나타낸다. 즉, 한 개의 기술이 다른 한 

개의 기술과 향을 주고받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기술 향도이다. 기술연 도는 한 

개의 기술이 다른 여러 개의 기술과의 상호 향도를 모두 나타내주는 지표로서 향도

와는 구분되는 개념이다. 기술연 도는 여러 개의 기술 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기술을 

선정할 수 있는 반면 향도는 여러 개의 기술 에서 향도 값이 같은 경우가 존재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개의 핵심기술을 선정하는데 제한되는 지표이다. 

Ⅳ. 기술제공자 선택 방법론

1. 방법론 개요

<그림 4> 기술제공자 선택 방법론의 구성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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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방법론은 <그림 4>와 같이 두 가지 로세스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기술평가 로세스(technology evaluation process)이고 두 번째는 기술제공자 

선택 로세스(optimal transferor selection process)이다. 

기술평가 로세스에서 기술연 도는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에 구성된 기술네

트워크에서 도출되어지는데 기술평가 에서 기술성에 을 둔 측정방법이다. 기술이 

서로 연 성이 있으면 기술네트워크에서 아크가 연결이 되는데 연결된 아크와 노드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기술의 연 도는 작아지게 된다. 다시 말해, 기술과 기술이 연결

될 때 다른 기술을 거쳐서 연결되면 그만큼 기술 간 연 도가 감소함을 의미한다. 기술 

간 연 도의 감소량을 정량 으로 도출하기 하여 기술 간의 경로(path)를 모두 찾아내

어 경로상의 확률 값을 이용하여 향도 값을 도출하게 된다. 향도 값은 기술 간의 주

체와 객체의 입장에서 그 값이 달라지므로 상호 향도 값을 모두 구하여야 한다. 연

도는 기술 간의 향도 값을 주체와 객체간의 입장을 모두 고려한 값으로 두 기술의 

향도 값의 거리(distance)를 고려하여 평균한 값으로 볼 수 있다. 

기술네트워크에서 n개의 기술이 존재하면 연 도 값은 각 기술마다 n-1개가 존재하

므로 n-1개의 연 도 값의 평균값을 구하면 n개의 기술 모두의 연 도를 구할 수 있다. 

이 연 도를 이용하여 기술네트워크 상에서 핵심기술의 순 를 결정할 수 있다. 기술의 

연 도는 정성 인 개념의 연 도를 정량 인 방법으로 구한 것으로 기술가치의 기술성

에 을 두고 있다. 

기술제공자 선택 로세스에서는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 소요되는 비용을 정의하는 

데 그 비용에는 기술도입자와 기술제공자의 기술도입을 결정하고 계약 시 발생하는 계

약비용, 도입하는 기술을 사용할 인력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인 자원비용, 기술을 사

용하기 해 필요한 설비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설비비용, 기술 도입 시 개기 을 통

해 도입할 경우 발생하는 개수수료가 있다. 기술도입비용을 정의한 후 도입하고자 하

는 기술과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과의 연 도가 가장 크고 기술도입비용이 가장 게 필

요한 기술제공자를 선택하기 해 최 화기법으로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을 사

용하여 최 의 기술제공자를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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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평가 로세스

2.1 기술네트워크의 구성

기술은 네트워크로 구성되면서 상호 연 성을 가지게 된다. 이 때 기술 연 은 과제－

요소기술, 과제－과제기술, 요소기술－요소기술의 3가지 형태이며 본 연구의 기술연 도

는 요소기술－요소기술의 연 계를 분석하여 산출한다.

기술 네트워크에서 기술과 기술이 연 된 정도는 노드(node)와 아크(arc)의 형태로 표

이 가능하다. 이때 기술과 기술 간의 아크는 기술이 서로 연 되어 있을 경우 연결이 

되며 연결이 되는 기 을 결정하는 방법 즉, 기술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기술의 하 기술이 어느 정도 매칭이 되는 가로 결정하는 것이고 두 번

째는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요구조건을 어느 정도 충족하는 가로 결정하는 것이다. 

구  분 T1 T2 T3 T4 T5 T6 T7

하 기술

A A A B A A A

B B C E J B B

C C G F K E L

D D H K L I M

E G I L M N N

F H J M N O O

<표 1> 기술 간 연결 기

를 들면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기술 T1은 하 기술 A, B, C, D, E, F 로 

구성이 된다. T1과 T2의 하 기술을 비교하면 하 기술 A, B, C, D가 같다. 다시 말해, 

T1과 T2를 구성하는 하 기술  A, B, C, D가 같다. 각 기술이 같은 하 기술을 가지

는 정도가 기술네트워크에서 아크의 연결 여부를 결정하는 기 이 된다. 

같은 방법으로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기술의 요구조건인 A, B, C, D, E, F에 충족하

는 조건을 가진 기술과 아크로 연결될 수 있다.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기술의 성능보다 

기술제공자가 제공하고자 하는 기술의 성능이 좋거나 나쁠 경우 아크는 방향성을 가지

게 된다. 기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술의 성능이 좋을 경우 아크의 방향은 기술제공자에

서 기술도입자로 연결되고 반 의 경우에는 기술도입자에서 기술제공자로 연결된다. 

를 들어 T1의 하 기술 A1이 T2의 하 기술 A2보다 성능이 좋을 경우 아크의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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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1에서 T2로 연결된다. 이 방향은 기술의 성능을 비교할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으며 기술

도입자가 요구하는 기술 수 을 충족하는 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데 요한 기 이 된다. 

2.2 기술연 도 산출

이와 같은 기 으로 T1부터 T7까지의 기술을 기술네트워크로 표 하면 <그림 5>와 같

이 표 할 수 있다. 기술과 기술의 향도는 기술 간의 공유된 부분으로 표시할 수 있다. 

공유된 부분의 값을 ⍺라 하면 ⍺값은 T1과 T6의 에서 값이 달라진다. 그 이유는 T1

에 있어서 T6과 공유된 값이 100이라 하더라도 T6에 있어서 T1과 공유된 값이 100이 아

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과 기술이 상 으로 가치를 다르게 평가하기 때문이

다. T1에 있어서 T6이 차지하는 정도는 T1의 가치인 W1에서 ⍺가 차지하는 정도이고 식 

(1)과 같이 표 한다. 를 들어, T1의 기술에서 요소기술을 한 가지 선택할 경우 그 기술

이 T2, T4, T6 에 하나일 수 있으므로 T6이 T1에 향을  확률은 1/3이 된다.

의 값
∩

 


(1)

   ×  (2)

  





(3)







 


 


× (4)

Notation

 : 기술 i

 : 기술 j

 : 기술 i가 기술 j에 향을  경우에 상 으로 공유된 부분의 값

 : 기술 j의 가치

 : 기술 i가 기술 j에 향을  확률

  : 기술 j에 한 기술 i의 상  요도

 : 기술 i와 기술 j의 상 으로 공유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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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j의 부분가치의 합

 : 하 기술 index(1,…, n)

<그림 5> 기술 간의 향도

식 (2)에서 ⍺ij는 기술 i와 기술 j가 공유된 부분의 값이며 기술 i의 값과 기술 i가 기술 

j에 향을  확률의 곱의 값이 된다. ⍺ij값이 기술 i에서 어느 정도의 가치를 가지는 가

를 계산하면 이 값은 기술 i에 있어서 기술 j가 어느 정도 요한가를 나타낸다. 이 요

성은 다음과 같이 표 할 수 있다(이철용 외, 2007).

식 (3)에서 기술 j에 한 기술 i의 상  요도는 기술 j의 체 값에서 기술 i와 기

술 j의 공유된 값이 차지하는 정도이다. 

상  요도는 기술과 기술이 상 으로 향을 주는 정도를 나타내며 상호 향도

와는 다른 개념이다. 식 (4)의 값은 기술 j에 한 기술 i의 향도를 계산한 값이며, 실

제 기술네트워크에서는 기술 i가 기술 j에 미치는 향의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

다. 기술과 기술 간의 향은 직  연결된 경로와 간  연결된 경로를 모두 고려하여 계

산하여야 한다. 각 경로의 향도 값은 경로별 아크의 확률 값과 노드의 값의 곱이 된다.


  


× × (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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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ation


 : 기술 i와 기술 j 간의 m번째 경로의 향도

 : 기술 i와 기술 j 사이의 경로 상에 있는 모든 기술

 : 기술 i와 기술 j 간의 향도

 : ILij를 스 일링 한 값

 : ILij값  가장 작은 값

 : ILij값  가장 큰 값

식 (5)에서 기술 간의 경로의 값은 기술사이의 경로 상에 있는 모든 기술 간의 향을 

 확률과 가치의 곱으로 표 된다. 기술 간의 경로는 여러 개일 수 있으므로 모든 경로

의 값을 더해주어야 한다. 식 (6)에서 기술 i와 기술 j사이의 모든 경로의 값을 더해주면 

기술 i가 기술 j에 한 향도가 된다. 구해진 ILij값은 1보다 큰 경우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이 값을 식 (7)과 같이 0과 1사이의 값으로 스 일링한다. 식 (6)과 식 (7)을 이용하

여 기술 향 매트릭스를 작성하면 <표 2>와 같다.

구  분 T1 T2 T3 T4 T5 T6 T7

T1 SIL12 SIL13 SIL14 SIL15 SIL16 SIL17

T2 SIL21 SIL23 SIL24 SIL25 SIL26 SIL27

T3 SIL31 SIL32 SIL34 SIL35 SIL36 SIL37

T4 SIL41 SIL42 SIL43 SIL45 SIL46 SIL47

T5 SIL51 SIL52 SIL53 SIL54 SIL56 SIL57

T6 SIL61 SIL62 SIL63 SIL64 SIL65 SIL67

T7 SIL71 SIL72 SIL73 SIL74 SIL75 SIL76

<표 2> 기술 향 매트릭스 

기술 향 매트릭스는 각각의 기술의 향도 값을 매트릭스로 표 한 것으로 SIL12 는 

T1이 T2에 한 향도 값을 나타내고 SIL21 은 T2가 T1에 한 향도 값을 나타낸다. 

이 게 작성된 기술 향 매트릭스를 각 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향도 그래 로 표시하

면 <그림 6>과 같다.

<그림 6>에서 X축에는 T1으로 부터 각 기술로의 향도 값을 표시하고 Y축에는 각 

기술로부터 T1으로의 향도 값을 표시하여 해당되는 칸에 표시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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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각 기술과 다른 기술과의 향도 값을 각각 그래 로 표시한다. 

 




 
   



(8)

Notation

 : 기술 i와 기술 j의 연 도

  : 기술 i가 기술 j에 한 향도

 : 기술 j가 기술 i에 한 향도

식 (8)에서 RLij는 기술 i와 기술 j의 연 도를 나타내는데 <그림 5>에서 각 기술로부

터 꼭지  (1,1)까지의 거리를 표 한 식이다. <그림 6>에서 표시된 그래 에서 좌표 

(1,1)에 가장 가까운 기술이 해당되는 기술과 상호 향도가 큰 기술이다. 이 상호 향도

가 바로 연 도이다. 를 들어, <그림 6>에서 T1과 연 도가 가장 큰 기술은 T4 이다. 

1

T1으로부터 각 기술로의 향도

각 기술로부터 T1으로의 향도

1

0.9

0.8

0.7

0.6

0.5

0.4

0.3

0.2

0.1

0
0.1 0.2 0.3 0.4 0.5 0.6 0.7 0.8 0.9

T4

T6

T3 T2

T7 T5

<그림 6> 기술 간 향도 그래  

그러나 이 값으로는 기술 간의 요도 순 를 결정할 수가 없다. 연 도는 기술 i와 기

술 j의 향도 값에 의해 결정되며 <그림 6>에서 기술과 좌표 (1,1) 과의 거리가 가까워

질수록 RLij값은 커지게 된다. SILij 와 SILji 값이 동시에 1이 되는 경우는 두 개의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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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기술일 경우에만 가능하다. 식 (8)을 이용하여 각 기술의 연 도를 계산하면 

<표 3>과 같다.

T1 RL12 RL13 RL14 RL15 RL16 RL17

T2 RL21 RL23 RL24 RL25 RL26 RL27

T3 RL31 RL32 RL34 RL35 RL36 RL37

T4 RL41 RL42 RL43 RL45 RL46 RL47

T5 RL51 RL52 RL53 RL54 RL56 RL57

T6 RL61 RL62 RL63 RL64 RL65 RL67

T7 RL71 RL72 RL73 RL74 RL75 RL76

<표 3> 연 도 산출 결과 매트릭스

<표 3>에서 RL12는 T1과 T2의 연 도 값이며 각 기술과 기술의 연 도 값을 부 구

한 후 매트릭스에 표시한다. 이 연 도 값으로 기술 간 순 를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식 

(9)를 이용하여 각 기술의 연 도 값의 평균값을 구한 후 이를 비교하여 기술의 우선순

를 결정한다.







(9)

Notation

 : 평균 연 도

 : 기술의 개수

3. 기술제공자 선택 로세스

3.1 기술제공자 선택 로세스 개념

기술도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술제공자들이 다수 존재하여 기술공

경쟁을 하게 되면 기술도입자는 기술연 도가 높고 기술도입비용이 게 드는 기술제

공자를 선택하여야 한다. 이를 해 기술도입자가 찾는 기술과 기술제공자가 제공하는 

기술이 얼마나 유사한 기술인가를 결정하기 하여 기술제공자들의 기술들과 도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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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하는 기술사이의 연 도를 산출하고 연 도가 가장 높은 기술을 보유한 기술제공자

를 선별한 후 이들 에서 기술도입비용이 가장 게 드는 기술제공자를 선택한다. 

3.2 수리 모형

Notation

Indices

 : 기술마 터, m∈[1, M]

 : 기술제공자, s∈[1, S]

 :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 간의 n번째 요소기술, n∈[1, N]

Decision 

Variables

 :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m을 통해 s에게서 도입하면 1, 아니면 0

Parameters

 :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기술과 기술제공자 s가 제공 가능한 기술 간의 n

번째 요소기술의 연 도

 : 비용 목표의 과에 한 편차변수

 : n번째 요소기술의 연 도 목표의 미달에 한 편차변수

 : 비용 목표의 가 치

 : n번째 요소기술의 연 도 목표의 가 치

 : 기술을 s로부터 도입할 때의 기술제공 계약비용

 : 기술을 m을 통해 s로부터 도입 시 발생하는 인 자원비용

 : 기술을 m을 통해 s로부터 도입 시 발생하는 설치비용

 : 기술을 m을 통해 s로부터 도입 시 m에게 지불하는 개수수료

 : 기술도입비용의 목표 값

 : n번째 요소기술 연 도의 목표값

Objective Function

(a) 기술연 도 최 화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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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비용 최소화

 




 









 









  




 (11)

목 함수 식 (10)은 기술제공자와 기술도입자의 기술연 도를 최 화한다. 즉, 기술연

도가 높은 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것이 목 이다. 기술네트워크에서 기술평가 로세

스를 통해 얻어진 기술제공자들의 기술연 도는 RLsn에 해당한다. 목 함수 식 (11)은 기

술제공자와의 계약비용, 기술을 운용  리할 수 있는 인력을 교육하는 데 드는 인 자

원비용, 기술을 사용하기 한 설비를 설치하는 데 드는 설비비용, 기술마 터를 통해 기

술도입 시 발생하는 개수수료의 총합을 최소화한다. 성격이 다른 두 가지 목 을 최

화하기 하여 선형계획법으로 모델링된 목 함수 식 (10)과 식 (11)을 편차변수를 이용

하여 목표계획법(goal programming)의 제약조건으로 표 하면 식 (13)과 식 (14)가 된다.

Objective Function

    (12)

Subject to






 









 









  




  ≤  (13)






  ≥  ∀ (14)











   (15)

∈ ∀ (16)

  ≥  ∀ (17)

목표를 달성하기 해서는 식 (13)과 식 (14)의 편차변수가 최소가 되어야 한다. 그러

므로 식 (13)과 식 (14)의 편차변수를 최소화하는 두 가지 목 에 가 치를 부여하여 식 

(12)의 형태로 목 함수를 만든 후 해를 구한다. 제약조건에서 식 (15)은 기술도입자는 

기술의 특성상 기술제공자를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식 (16)은 χms가 

이진변수임을 나타내고 식 (17)은 각 변수들의 비음 조건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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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사례 분석

1. 차기술 분석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차기 차(next generation tank) 개발을 한 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사례를 분석한다. 국방과학기술은 자주국방의 기 가 되는 매우 요한 기술자

원이며 한 국가가 군사  강국이 되기 해서는 우수한 무기체계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선진 국방과학기술의 보유가 요하다. 육군의 경우 지상 의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 

차가 그 표 인 이다. 의 각 국가들은 성능이 뛰어난 차를 개발하고 확보하기 

하여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차의 성능은 크게는 화력, 기동력, 방호력(생존력)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에

서는 높은 성능을 요구받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 국가의 차세  주력 차개발

을 목 으로 기술제공자를 선택하는 사례를 제시하고 분석한다. 기술도입자( 차개발을 

원하는 국가)가 요구하는 차의 성능은 다음의 여섯 가지라고 가정한다(<표 4>).

구 분 투 량(톤) 승무원 수(명) 톤당 마력 최고속도(km/h) 항속거리(km) 주포구경(mm)

요구 기 55 3 28 71.5 560 120

<표 4>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차성능

기술제공자는 재 운용되고 있는 3세  차 10종을 상으로 하 다. 차의 성능은 

국가별 공개 자료와 실험 환경 등에 따라 차이가 생길 수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하여 

권  있는 군사자료집(Foss, 1995; Army-Technology, 2007)과 주력 차의 기술수 을 

측한 연구(김재오 외, 2007)에 수록된 데이터를 이용하 다. 3세  차 10종에 한 

성능 세부 데이터는 <표 5>와 같다.

구  분 투 량(톤) 승무원 수(명) 톤당 마력 최고속도(km/h) 항속거리(km) 주포구경(mm)

Tank 1 55.20 4 27.00 72.00 550.00 120.00

Tank 2 54.50 4 27.00 72.40 498.00 105.00

Tank 3 62.00 4 19.40 56.00 400.00 120.00

<표 5> 기술제공자가 보유한 3세  차 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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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4 43.70 4 30.00 70.00 550.00 120.00

Tank 5 57.00 4 26.20 66.80 465.00 120.00

Tank 6 63.00 4 24.00 72.00 424.00 120.00

Tank 7 62.00 4 20.00 55.00 500.00 120.00

Tank 8 54.00 3 27.00 71.00 550.00 120.00

Tank 9 46.50 3 17.00 60.00 500.00 125.00

Tank 10 46.00 3 26.00 70.00 600.0 125.00

2. 기술평가 로세스의 용

차 성능은 차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차의 성능은 차 성능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표 5>에 시된 차성

능은 각 차의 성능기술이다. 

차 성능기술  선별된 여섯 가지 기술에 해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기술수 과 

비교한다. 비교한 자료를 이용하여 4장에서 설명한 기술네트워크 구성 방법을 이용하여 

기술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이  직 으로 차의 성능을 비교ㆍ 별할 수 있는 승무

원 수와 주포구경은 기술네트워크를 구성하지 않아도 쉽게 연 도를 구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네 가지 성능기술( 투 량, 톤당마력, 최고속도, 항속거리)에 해서만 기술네트워

크를 그리면 각각 <그림 7>, <그림 8>, <그림 9>, <그림 10>과 같다. 기술네트워크에

서 노드(node)의 값은 기술의 가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의 가치를 차별 성능기술

의 성능으로 용한다. 이에 따라 투 량, 톤당 마력, 최고속도, 항속거리 기술네트워

크에서 각 기술의 노드 값은 <표 5>의 각 차별 성능의 값과 같다.

Tank 1
(55.20)

Tank 2
(54.50)

Tank 5
(57.00) 

Tank 3
(62.00) 

Tank 4
(43.70) 

Tank 6
(63.00) Tank 7

(62.00) 

Tank 8
(54.00) 

Tank 9
(46.50) 

Tank 10
(46.00) 

NGT
(55.00) 

Tank 1
(55.20)

Tank 2
(54.50)

Tank 5
(57.00) 

Tank 3
(62.00) 

Tank 4
(43.70) 

Tank 6
(63.00) Tank 7

(62.00) 

Tank 8
(54.00) 

Tank 9
(46.50) 

Tank 10
(46.00) 

NGT
(55.00) 

<그림 7> 투 량 기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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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톤당 마력 기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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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1
(7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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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최고속도 기술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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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항속거리 기술네트워크

<표 5>에서 제시된 차기 차와 각 차 간의 경로(path)를 악하고 차기 차와 각 

차 간의 향도 값을 구하면 <표 6>와 같으며 이를 스 일링한 결과가 <표 7>에 있다.

구  분 투 량 톤당 마력 최고속도 항속거리 

Tank 1 0 0 0.503497 0

Tank 2 0.201835 0 0.337529 0

Tank 3 0 0 0 0

Tank 4 0.597826 1.071429 0 0

Tank 5 0 0 0 0

Tank 6 0 0 0.337529 0

Tank 7 0 0 0 0

Tank 8 0.25463 0 0 0

Tank 9 0.394265 0 0 0

Tank 10 0.567935 0 0 1.071429

<표 6> 차 성능 기술네트워크의 향도 값

구  분 투 량 톤당 마력 최고속도 항속거리 

Tank 1 0.166063 0.421296 0 0.413636

Tank 2 0 0.421296 0 0.381247

Tank 3 0.166265 0.391234 0.273914 0.390035

Tank 4 0 0 0.205704 0.413636

Tank 5 0.160819 0.310624 0.265466 0.378771

Tank 6 0.148588 0.397396 0 0.392827

Tank 7 0.166083 0.447266 0.231014 0.370417

<표 7> 차 성능 기술네트워크의 향도 값의 스 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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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nk 8 0 0.421296 0.251761 0.413636

Tank 9 0 0.237742 0.317128 0.370417

Tank 10 0 0.392067 0.241171 0

<표 6>, <표 7>의 값을 이용하여 차기 차에 한 각 차의 기술연 도를 산출하면 

<표 8>과 같다. 투 량, 톤당 마력, 최고속도, 항속거리 등을 제외한 승무원 수와 주포

구경에 한 연 도는 차기 차가 요구하는 성능과 같거나 좋은 차에 해서는 연

도가 같고 이때의 연 도 값은 한 값을 사용하면 된다. 성능이 나쁜 차에 해서

는 연 도 값은 0이다. 승무원 수와 주포구경에 한 연 도 값은 본 연구에서는 <표 

9>와 <표 10>과 같이 용한다.

구  분 투 량 톤당 마력 최고속도 항속거리 

Tank 1 0.07928 0.183024 0.210533 0.180298

Tank 2 0.095271 0.183024 0.151806 0.168479

Tank 3 0.079371 0.172173 0.126157 0.171731

Tank 4 0.23785 0.291092 0.096976 0.180298

Tank 5 0.076901 0.141152 0.122635 0.167556

Tank 6 0.071318 0.17443 0.151806 0.172758

Tank 7 0.079289 0.192066 0.107997 0.164424

Tank 8 0.118077 0.183024 0.116863 0.180298

Tank 9 0.173285 0.110889 0.143754 0.164424

Tank 10 0.229714 0.172479 0.112356 0.291092

<표 8> 차 성능 기술연 도 산출결과

구  분 Tank 1 Tank 2 Tank 3 Tank 4 Tank 5 Tank 6 Tank 7 Tank 8 Tank 9 Tank 10

차기 차 0 0 0 0 0 0 0 0.5 0.5 0.5

<표 9> 승무원 수 기술연 도 산출결과

구  분 Tank 1 Tank 2 Tank 3 Tank 4 Tank 5 Tank 6 Tank 7 Tank 8 Tank 9 Tank 10

차기 차 0.5 0 0.5 0.5 0.5 0.5 0.5 0.5 0.5 0.5

<표 10> 주포구경 기술연 도 산출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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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제공자 선택 로세스의 용

먼  도입하고자 하는 차들의 도입비용을 정의하며 세부 도입비용은 <표 11>과 같

다. 세부 도입비용은 임의의 수치를 가정하여 입하 다.

구  분 계약비용 인 자원비용 설비설치비용
개수수료

marketer 1 marketer 2

Tank 1 5 20 500 2 2

Tank 2 3 20 330 1 1

Tank 3 4 21 400 2 1

Tank 4 4 15 300 1 1

Tank 5 3 15 300 1 1

Tank 6 5 18 350 2 2

Tank 7 5 14 300 1 1

Tank 8 5.5 25 550 2 1

Tank 9 3.5 15 350 1 1

Tank 10 2.5 20 300 2 1

단  : 억 원

<표 11> 차 도입비용

다음으로 4장에서 제시된 수리모형에서 연 도와 비용에 한 가 치인 wc1은 0.4, 

ws1, ws2, ws3, ws4, ws5, ws6을 각각 0.1로 가정하 다. <표 8>에서 <표 10>까지의 연 도

를 목표계획법에 효과 으로 반 하기 하여 비율을 조정한 각 기술의 연 도는 <표 

12>의 값과 같다. 임의의 큰 수 Mc1과 Ms1, Ms2, Ms3, Ms4, Ms5, Ms6은 기술도입자가 투

자할 수 있는 자본과 요구하는 기술연 도 수 을 반 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도입자

가 투자 가능한 자본을 200억 원, 기술연 도 수 은 Ms1( 투 량)은 230, Ms2(톤당 마

력)은 300, Ms3(최고속도)은 220, Ms4(항속거리)는 300, Ms5(승무원 수)는 500, Ms6(주포

구경)은 500으로 가정하 다.

구  분 투 량 톤당 마력 최고속도 항속거리 승무원 수 주포구경

Tank 1 79.28 183.024 210.533 180.298 0 500

Tank 2 95.271 183.024 151.806 168.479 0 0

<표 12> 단  조정 후 차 성능의 기술연 도 



기술거래 네트워크에서의 기술제공자 선택 모델  247

Tank 3 79.371 172.173 126.157 171.731 0 500

Tank 4 237.85 291.092 96.976 180.298 0 500

Tank 5 76.901 141.152 122.635 167.556 0 500

Tank 6 71.318 174.43 151.806 172.758 0 500

Tank 7 79.289 192.066 107.997 164.424 0 500

Tank 8 118.077 183.024 116.863 180.298 0 500

Tank 9 173.285 110.889 143.754 164.424 500 500

Tank 10 229.714 172.479 112.356 291.092 500 500

기술제공자 선택 로세스에서 최 의 기술제공자 선정을 한 목표계획법 모델은 상

용 소 트웨어인 ILOG의 OPL STUDIO 5.1을 이용하여 최 해를 산출하 다. 기술제공

자 선택 로세스를 통해 산출된 목 값, 7가지 목 에 한 편차, 선택된 기술마 터, 

기술제공자는 <표 13>와 같다. 최 해 산출결과에 따라 기술도입자가 선택하여야할 기

술제공자는 기술마 터 2를 통해 Tank 4를 제공하는 기술제공자이다. 해당 기술제공자

를 선택할 경우에 기술연 도는 최 값을 가지며 기술 도입비용은 최소값을 가지는 모

델로 이에 한 목 값은 253이다. 즉 dc1인 비용 목표의 과에 한 편차변수를 120으

로 하며, 차의 성능의 목표미달에 한 편차변수로 투 량(ds1)은 230, 톤당 마력

(dc2) 500, 최고속도(ds3) 300, 항속거리(ds4) 220, 승무원 수(ds5) 300 그리고 주포구경(ds6) 

500일 때 최 의 목 값을 가지게 된다. 한 Tank 4는 연 도에서는 투 량과 톤당 

마력에서 최고의 성능을 보 으며 항속 거리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성능을 보 다. 

기술제공자 기술마 터 목 값 dc1 ds1 ds2 ds3 ds4 ds5 ds6

Tank 4 Marketer 2 253 120 230 500 300 220 300 500

<표 13> 선택된 기술제공자, 기술마 터, 목 값과 편차 

Ⅵ. 결론  향후 연구방향

본 연구에서는 기술을 무형의 자산으로만 보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실물 자산이라고 

보고 기술의 거래를 통한 이익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개념을 제안

하 고 기술거래의 요성이 차 커져가고 있는 재의 상황에서 기술거래를 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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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가지 방법들을 효과 이고 효율 으로 리하기 한 개념으로서 기술거래 리의 

개념을 제안하 다. 기술거래 네트워크는 기술을 사고 는 주체들로 이루어진 기술 공

망(technology supply chain) 같은 개념이다. 기술을 보호하고 공개하지 않아야 하는 기

존의 개념에서 거래가 가능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제품으로의 개념으로 패러다임

이 환되고 있기 때문에 기술시장의 활성화를 해 기술거래 네트워크의 개념은 반드

시 필요하다. 기술거래 리는 기술거래 네트워크를 효율 이고 효과 으로 리하기 

한 방법들로 기술평가, 기술거래, 기술사업화의 단계가 있다. 이 방법들이 기술거래 네트

워크에서 기술거래활동에 얼마나 한 시기에 정확하게 활용되느냐가 기술거래의 성

패를 좌우한다. 

한, 기술성에 을 둔 기술평가를 이용하여 산출된 기술 간의 연 도와 기술도입

비용의 최 화를 통해 기술개발로부터 기술이 사업화(상품화)되기까지의 단계에서 기술

도입자가 도입하고자 하는 기술을 보유한 기술제공자를 최 으로 선택하는 방법론을 제

시하고 차기 차 기술에 한 사례 분석을 통해 방법론의 타당성을 검증하 다. 특히, 

기술평가에서의 기술 간의 연 도를 정량 으로 산출하는 방법론은 본 연구에서 새롭게 

제시하는 것으로 기존의 문가 의견에만 의존하여 왔던 기술 간의 연 도를 정량 으

로 산출할 수 있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할 수 있는 특성  성과로는 첫째, 기술네트워크에서 기술에 아크가 

많이 연결되면 될 수록 연 도가 커진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이 다른 기술과 많이 연

되어 있고 핵심기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핵심기술은 다른 기술들과 연

이 많을 것이고 그만큼 향도 많이  것이기 때문이다. 둘째, 기술의 가치는 하 기

술들의 성능에 비례한다는 것이다. 한 기술이 개발되기 해서는 여러 가지 하 기술들

이 융합되거나 결합되는 데 이때 결합되는 기술의 가치가 크면 클수록 융합된 기술의 가

치도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기술개발에 있어서 기술 간의 한 융합이 얼마나 

요한 가를 보여주고 있다. 셋째, 기술네트워크에서 하 기술의 성능차이에 따라 아크

의 방향성을 부여함으로서 기술제공자를 선택 시 각 기술의 하 기술 간의 기술성도 고

려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술을 평가할 때 기술도입자가 요구하는 다양한 

조건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으며 이러한 모든 조건을 최 한 만족하는 기술제공자를 선

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한계 은 기술제공자를 선택할 때 고려한 기술도입비용과 기술연 도는 기

술도입자가 고려하여야할 요소  일부분이라는 것이다. 기술도입자는 기술의 성능과 비

용 외에도 정치 , 사회 인 요구 조건을 모두 고려하길 원하기 때문에 기술 도입 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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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많은 다양한 요구조건들이 존재할 것이다. 따라서 차후 연구방향은 이러한 요구조건

을 모두 고려하는 기술제공자 선택 방법론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해 기술제공자 선

택 로세스에서의 목표를 다양한 변수들로 고려한다면 기술도입자가 원하는 기술을 도

입하는 데 좀 더 하고 유용하게 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이는 도입자 스스

로가 기술거래를 효과 으로 할 수 있는 방법론으로 사용될 것이라 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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