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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국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의 확보를 해 략 으로 감축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요한 문제이다. 특히, 공공의

기술선택은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포 인 근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그러나 지 까지의 논의들은 기술 , 경제

요인에 심을 두고 기술선택을 다루고 있으며, 일 된 선택 기 이 용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을 선택하기 한 지표를 개발하고자 문가 22인을 상으로 델 이 기법을 사용하 다. 이를 통해 타당성이 확보된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 지표를 개발하 으며, 기술, 경제, 환경, 정책, 사회의 을종합 으로 반 하는 것에 한 성

을 확인하 다. 상용화기술은 5개 항목의 16개 지표, 신기술은 5개 항목의 18개 지표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기술선택 지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 선택을 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온실가스 감축기술의

용과 확보에 한 단기 연구에 토 를 제공할 것으로 기 한다.

주제어 : 국가 온실가스 감축, 감축 이행, 공공의 기술선택, 델 이 기법, 기술선택 기

Abstract A strategic technology selection for GHG reduction is crucial to secure mitigation means. Especially, a 

technology selection for a public sector is encouraged to consider integrated perspectives due to various stakeholders 

under public goals. However, previous studies have mainly focused on technological and economic factors, 

moreover, consistent criteria have not been applied. This study develops indicators for the GHG reduction technology 

selection from the public perspective based on delphi method with 22 experts. The result provides valid indicators 

of technology selection for GHG reduction considering an aspect of technology, economics, environment, policy, 

society. Specifically, 16 indicators from 5 categories on commercialized technology, and 18 indicators from 5 

categories on new technology. We expect that those indicators are useful for a decision-making tool of technology 

selection. Moreover, provide the basis for the study of judgement criteria to evaluate GHG reduction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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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5년에 개최된 유엔기후변화 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

사국 총회에서 범국가 인 합의로 채택된신기후체제 합

의문은 국제사회가 공동으로 지구온난화에 한방지 노

력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한다. 신기후체제는 2020년 이

후 선진국, 개도국에 한 구분없이 모든 국가들이 온실

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국제 기후변화 응 체제이다

[1]. 신기후체제 합의 이후 당사국의 온실가스 감축을 실

하기 한 실제 인이행의 요성이강조되고있으며,

이와 련한제도 수립, 재정 방안, 기술에 한 에

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2-4].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있어 국가 으로 요한 수단으로서 인식되는것이 기술

에 한 근이다[5].

부분의 감축행동은 신기술과 활용 가능한 기술에

한 근을 포함하며, 감축수단으로서 과학기술에 한

정보와지식을 확보하는 것이 요하다[6-8]. 우리나라의

경우 2016년 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1차 기후변화

응 기본계획’을 통해 감축부문별 목표와 이의 달성을

한 활용 기술들을 제시하 으며, 새로운 감축수단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활용되고 있는 감축수단의효과를 높

이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에 한 근에 있어 요한 문제

는 ‘어떻게 기술을 선택할 것인가’에 한 것이다[9,10].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해 용되는기술은 기술수 의

향상, 신기술의 창출 등으로 인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

화가능하다[11-13]. 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기(2020년), 장기(2030년) 측면에서 다루어지며[14-16],

이에 국가 략 측면에서 기술선택은단기 으로 상용

화 기술 용, 장기 으로 신기술 확보 등 기술 수 을

고려한 차별 인 근이 필요하다. 결국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에 있어 기술을 시의 하게 선택해 나가는

것은 국가 략 인 측면에서 요한 의미를 가지며, 특

히 기술의 실제 용에 한 장애요인을 극복하기

해 합리 인 기 을 확립하고 이에 기반한 평가가 이루

어져야 한다[17].

기술선택에 한 연구는꾸 하게 이루어지고있으나,

많은 경우 비즈니스 략에 한 민간 부문의 기업 리

측면에서진행되고 있다[18-23]. 온실가스 감축과 련한

공공 부문의 기술선택에 한 연구 역시 이루어지고 있

지만 인스토 , 문가 인터뷰 등을 통해 기 을 설

정하고 안평가에 심을 두고있어[24-27], 기술선택을

해 활용될 수있는 기 개발에 한연구는아직부족

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학 인 방법론에 의한

기술선택 단 척도를 확립하는 연구에 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28,29]. 기존의 연구에서 고려된 기 들을 선

별 으로 용하는 것이 아닌 공공의 기술선택에 합한

기 을 개발하는 것이 국내의 실을 반 한 합리 인

의사결정 도구가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반으로 공공 의

기술선택을 한 기 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온실가스 감

축목표의 달성을 해 고려하는 기술 안의 선택에 한

의사결정 도구를 확보하고자 한다. 한, 타당성이 확보

된 공공 기술선택 지표를 활용하여 더욱 활발하게 공공

의 기술평가 등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토 를 마련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먼 기술선택에

한 이론 논의와 선행연구를 살펴본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기 개발을 해 활용하는 분석방법인 델 이

기법을 살펴보고 연구 설계를 한 문가 패 구성과

설문조사 내용을 기술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한 기술선택 지표의 특징

과 의미를 제시하고 연구의 한계 을 서술한다.

2. 적 배경

2.1 기술 택

기술선택은 조직의 목 을 달성하고 경쟁력 확보를

한 핵심 인 요소로 기술을 다루는 것으로, 기술경

의 역에서 그 요성이 증가하고 있다[30,31]. 기

술선택은 수행주체가 핵심 으로 활용할 기술에 한 지

식을 확보하고 요한 기술에 해 아는 과정으로

한 기술을 정확하게 결정하는것을 필요로 한다. 결국 기

술선택을 한 의사결정은 수행주체의 략과 부합해야

하며, 이러한 결정에 있어 정량, 정성, 무형, 유형의 기

들이 고려되어야 한다[31,32].

기술선택의 정의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다루어지고

있는데 결국 조직이 필요로 하는 가장 합한 기술을 인

식하고 채택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31,33,34].

Gregory(1995)[31]는 기술선택이 R&D 리와 역량, 신

제품 출시와 련되며, 조직 내에서 지원하고 진해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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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의 선정으로 정의하 다. 유사한 맥락에서 Dussauge

et al.(1992)[33]는 기술선택 차를 기업이 숙달하고자

하는 새롭거나 추가 인 기술의 인식과선택으로 정의하

으며, Shen et al.(2010)[34]은 기술선택을 기술 안

에 한인식, 평가, 선정하는 차로정의하 다. 기술선

택에 의미를 제시하는 연구들은 특정 기 에 의거한 평

가를 주요하게 다룬다. Lamb & Gregory(1997)[35]는 다

양한 안 인 원천으로부터 정보를 모으며, 혜택, 험

등 특정 기 하 상호 간 비교를 통해 평가하는 것을

요하게 보았으며, Shehabuddeen et al.(2006)[36]는 패키

지제조 기술을 상으로 기술선택 임워크를 제안하

며, 기술선택 의사결정 련 요인, 조직에 합한 기술채

택을 한 기 , 차를 강조하 다.

기술선택에 있어 요한 것은 많은 이해 계자들이

참여하고 합리 인 의사결정을 해 다양한요인들을 고

려한다는 것이다. 기술선택에 한 의사결정은 높은 수

의 불확실성, 서로 다른 의견간의 잠재 시 지 등을

고려하는 특징을 지니고 있어 련이해 계자들이 의사

결정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37]. 따라서 기술선택은

각기 다른 이해 계자를 만족시키며, 환경, 경제, 사회

기 들을 반 해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38]. 이러한

맥락에서 경제 , 환경 요소들에 해 다양한 이해

계자들의 상충 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복잡하고

어려운 과업이라고 설명된다[39].

한편, 기술선택의 의미를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에

해 다르게 인식하고 차별 으로 근하는 것에 한 필

요성이 제시되고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개념을 매우

요하게 인식하 다. 왜냐하면,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에 한 기술선택의 주체는 ‘국가’ 즉 공공

부문이기 때문이다. Maloney(1982)[40]에따르면, 기술평

가에 있어 민간 부문과 공공 부문은 다른 목 으로 근

하는 것이 필요하다. 민간 부문은 시장경쟁에서 경쟁

인 우 를 하고 향후 비즈니스 환경에 한 이해를 높

이기 한 목 으로 기술선택을 다루는 것에 비해, 공공

부문은 기술선택을 신뢰감 조성, 사회 책임감 등의

에서 다루기 때문이다. 한, 공공 부문은 신기술의 도

입이 사회 으로 무 정 이거나 부정 인 향을 발

생시키는 2차 향에 해 이해하려는 노력을 포함한

다. Hsu et al.(2003)[41]와 Kutlaca(1997)[42]는 공공의

기술선택이 민간과 4가지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설명

하 다. 첫 번째는 본질 으로 략 이고 장기 인 투

자를 다루며, 재정 인 정당화의 근은 부 할 수 있

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다양한 요인들이 자원의 배분에

향을 미치는 것이며, 세 번째는 신 인 기술에 한

모호성과 문가의부재에따른 기술 선택의어려움이며,

네 번째는 정부 정책에 의해 기술이 향을 받는다는 것

이다. 유사한 맥락에서 Medaglia et al.(2008)[43]는 민간

부문의 경우 수익을 극 화하려는 목 으로 기술선택의

개념을 다루지만, 공공의 경우 포 으로 사회 자본,

경제 , 정치 기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하 다.

특히, 공공의 기술선택은 많은 이해 계자, 정치 인 요

인과 더불어사회 ‧경제 인 향도 요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된다[41,44]. 이러한공공 의 근에 해

Maloney(1982)[40]는 목표, 구조, 기간 등 4가지 에

서 공공과 민간의 기술평가의 특징을 비교하 다. Table

1은 이를 정리한 것이다.

Category Industrial Governmental

Objectives

• Profit maximization
• Conflict identification

and positioning
• Market diversification

based on perceived
• Consumer need
• Identification of

consumer need
• Corporate direction

setting/decision
making

• No interest in profit
• Conflict identification

and resolution
• Market creation base

on perceived social
welfare

• Balancing public
needs

• Formulate public
policy options

Structure

• Flexible process
• mission-oriented task

force
• Mostly internal effort,

Some external
resources

• Private, oral report

• Highly structured
series of steps

• Formally organized
group

• Mostly external effort,
Some internal
resources

• Published report

Timeframes

• Short to mid-term
view

• Study takes less than
1 year to complete

• Generally long-term
view

• Study takes more than
1 year to complete

Other
Perceptions

• Complete thinking
• Accountable to

stockholders
• Survival of firm
• Competitive

environment

• Holistic thinking
• Multiple

accountabilities
• More rational

government
• No competition

<Source: [40]>

Table 1. Comparison of private and public sector 

technology assessment

결국 공공의 기술선택은 다양한 이해 계자의 의견을

고려하여 공공의 목 달성에 향을 미치는 련 요인

들을 통합 으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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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행 연

온실가스 감축의 맥락에서 다루어지는 기술선택에

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에 지와 건물분야에서 다루어지

며,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기술선택의 기 을 용하고

있다. 첫째는 기술 , 경제 요인에 심을 두는 연구이

며[27,45,46], 둘째는 기술, 경제 측면에서 확장하여 사회

성 는 정책성을 함께 고려하는 연구이다[25,47-49].

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기술선택을 한 기 의 도출을

해 인스토 , 문가 인터뷰 등에 근거하고 있어,

타당성이 확보된 기술선택 기 을 활용하 다고 보기에

어려움이 있다. 다양한 요인을 통합 으로 다루며 기술,

경제, 사회 요인을 고려한 연구들의 경우에도 차이가

존재한다. 를 들면, 박우균 등(2015)[47]의 경우 문가

조사를 통해 농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기술선택을 해

경제 , 기술 , 환경 , 정책 등 4개 항목에 해 기술

편리성, 고정비용, 온실가스 감, 정책보 비용 등 12개

하 기 을 용하 다. 반면 최민수(2007)[49]는 친환경

공동주택 기술개발 시 필요한 기술을 선택하는 문제를

다루며, 인스토 을 통해 시장성, 성장성, 시 성, 경

제성, 기술 가능성, 공공성의 6개 항목을 선정하고 항

목별 2-4개의 포 평가사항을 제시하 다. 국외연구

로 Ren & Lutzen(2015)[25]은 기술, 경제, 환경, 사회 등

4개 항목의 기술 성숙도, 운 비용, 온실가스 감, 사회

수용성 등 9개 기 을 용하 다. 이상의 선행 연구

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의 목 을 한 기술선택에 있어

용되는 단 기 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술선택을 해 한 기 을 객 으로

용하는 것이 본질 으로 요하며, 소수의 기 에 의한

단보다는 통합 인 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50].

정리하면 공공 부문의 기술선택은 다양한 측면의

단 기 을 바탕으로 한 포 인 근이 필요하며, 온실

가스 감축과 련된 기술선택의 선행연구에서이러한

근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기술성, 경제성에 한 요인

들이 으로 용되고 있으며, 통합 으로 련 요

인들을 고려한 문헌들에서 용되는 기 에차이가 나타

나고 있다. 이처럼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한 기술선택

은 타당성이 확보된 단 기 이 마련되지 않아 이에

한 개발과 용에 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으로

단된다.

3. 연 방법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연구를 수행

하 다.

Fig. 1. Research procedure

먼 , 델 이조사를 해 문가 패 을 선정하고, 선

행연구의 고찰을 통해 델 이 설문을 설계하 다. 문

가 패 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참여한 문

가로 구성하 다. 이후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해 1차 조사

를 실시하고 조사 결과를 반 하여 설문지를 수정한 후

2차 조사를 실시하 다. 2차 조사의 결과를 바탕으로 국

가 온실가스 감축을 한 기술선택의 기 을 도출하고

시사 을 마련하 다. 조사 내용에 한 타당도 분석을

해 내용타당도비율과 패 들의 의견에 한 합의도,

수렴도를 검증하는 방법을 이용하 다. 한, 문가 패

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하여 설문 내용을 개선하 다.

3.1 델파

기존의 온실가스 감축을 한 기술선택 연구에서 신

재생에 지 분야의 선정 기 을 도출하기 해 델 이

기법이 용된 바 있다[29,51]. 델 이는 1952년 미국

RAND 연구소의 Helmer와 Dalkey에 의해 최 로 시도

되었다. 이는 사회변화의 추세 측과 조사도구의 거

가 정확히 개발되어있지 않을 경우 활용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의견에 비해 두 사람의 의견이 더욱 정확하다’는

계량 객 화의 원리와 ‘소수의 단보다 다수의 단

이 더욱 정확하다’는 민주 의사결정의 원리에 논리

근거를 두고 있다[52,53]. 본 연구는 기술수 을 고려한

기술선택 단 척도의 개발을 주요한 목 으로 하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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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안에 한 평가를 포함하지 않기에 조사 거의

개발을 해 활용되는 델 이 방법이 합하다고 단하

다.

델 이 기법을 수행하는 차는 4단계로구분할수 있

다. 첫째는 조사를 해 참여자규모, 문성등을고려하

여 문가 패 을 구성하는 것이다. 둘째는 선정된 문

가 패 에게 질문을 통해 의견을 수집한다. 셋째는 수집

된 자료를 정리하여 다시 제공하는 반복 과정을 거치

면서 계속 으로 결과를 피드백 한다. 넷째는 조사를 통

해 수집한 내용을 종합하여 정리하고 다루는 문제에

한 결과를 도출한다.

델 이는 다루는 문제에 한 문가를 참여시켜 반

복 이고 계속 인 설문을 통해 문가 간 동의가 이루

어진 합의된 결과를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 특징이다[54].

델 이 조사에서 참여자 간 합의도출을 해 몇 차례

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한 단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조사과정에서 패 들의 응답차이가 어 응답

에 한 일치 정도가 높은 경우 안정성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에 한 단기 으로 활용되는 것이 변이계

수(coefficient of variation)이다[55]. 변이계수는 측정치

에 한 표 편차를 산술평균으로 나 값이며, ‘0.5’ 이

하인 경우 추가 인 설문이 필요없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56-58]. 한, 문가 패 의 의견이 수렴되고 있는

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합의도, 수렴도가 활용된다1)

[53].

델 이 패 들의 합의도는 완 하게 합의를 나타낼

때 1의 값이며, 패 각각의 의견 편차가 클 경우에 해당

수치는 감소한다. 수렴도는 패 들의 의견이 모두 수렴

할 때 0의 값을 나타낸다. 보통 합의도의 경우 0.75 이상,

수렴도의 경우 0.5 이하일 때 문가 패 들의 의견이 하

나의 방향으로 일치하여 합의 에 도달한것으로 해석한

다[59-62]. 델 이 조사에 있어 요한 것은 조사 결과의

타당도를 분석하는 것이다[63]. 델 이 조사에서 타당도

를 단하는 기 으로 내용타당도비율(CVR: content

validity ratio)이 활용된다[64,65]. 이는 조사결과에서 내

용이 타당하다고 응답한 패 이 50% 이상일 때 해당 조

사항목의 내용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다. 타당

하다고 응답한 패 이 50% 미만일 경우 CVR값은 음수

1) 합의도 = 1 - ((Q3-Q1)/Mdn), 수렴도 = (Q3-Q1)/2 식에서

Mdn은 수를 나타내고 Q3과 Q1은 제1사분 , 제3사분

계수로 체 응답사례수의 된 값 25%와 75%를의미

한다[53].

로 나타나고, 타당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응답 패 의

50% 일 때 CVR값은 0이다. 만약 응답 패 의 100% 가

타당하다고 응답하 으면 CVR값은 1이다.

Lawshe(1975)[66]에 따르면 CVR값의 최소값은 델

이 조사의 패 수에 따라 결정되며, 이에 한 내용은

Table 2에 정리하 다.

Table 2. Minimum CVR by panel size2)

Panel Size Minimum

15 0.49

20 0.42

25 0.37

30 0.33

Note: One tailed test, p=0.05
<Source: [66], p.568>

문가 패 규모를 고려한 최소값 이상의 CVR값을

가질때 유의도 .05 수 에서 내용타당도가 있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61]. 본 연구는 패 규모를 고려하여

CVR값이 0.42 이상이면 내용타당도를 충족한다고 단

하 다.

3.2 연 계

3.2.1 전문가 패널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을 한 기술선택 지표를 도

출하기 해 이에 한 문성을 보유한 문가 패 을

선정하고 이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요하다.

문가의 자질과 역량이 부족한 경우 타당도가 확보되는

경우에도결과의 신뢰성은 낮아진다[67]. 한, 델 이 조

사를 해 주요하게 고려해야하는 것은 문가 패 의

규모이다. 특정 연구문제에 한 문가 간 의견의 합의

를 이루어가기 한 방법인 델 이는 최 의 문가패

규모는 존재하지 않으며 연구분야, 시간과비용 등에 따

라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68]. 델 이의 패 규모는

통계 검정력에 의거하여 결정되지 않고 문가 간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역동성이 요하며, 10-18인의 규모

가 하다고 보고되고 있다[69]. 유사한 맥락에서

Dalkey et al.(1970)[70]는 시뮬 이션 연구를 통해 문

2) CVR = (ne-(N/2))/(N/2) 식에서 ne는 해당항목 는 기 이

요( 요하다, 매우 요하다)하다고 응답한 패 들의 수로

서리커트 척도(5 )에서 4 과 5 으로 응답한패 수에해

당한다. N은 델 이 조사에 참여한 문가 패 의 수를 의미

한다[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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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패 의 규모가 최소 7인 이상인 경우 그룹 단에

한 의미가 있으며, Adler & Ziglio(1996)[54]는 동질한

문가 그룹인 경우 10-15인의 규모를 통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언 하 다. 본 연구는국가 온실가스 감

축목표의 수립에 직 으로 참여한 교육‧연구기

문기 계자 22인을 문가 패 로 구성하 다.

Table 3은 문가 패 의 특징을 정리한 것이다.

Category Freq.

Field

Industry 3

Public research 7

government-affiliated 8

Acedemia 4

Age

30s 5

40s 11

50s 4

60s 2

Career

1-5 yr 3

6–10 yr 4

11–15 yr 6

16–20 yr 5

21 yr - 4

Education

Bachelor 1

Master 8

Doctor 13

Table 3. Characteristics of expert panels

3.2.2 문 계 및 료 수집

델 이는 1차 으로 개방형 질문을 통해 문가 패

의 의견을 수집하는것이 필요하나, 1차조사부터구조화

된 설문을 활용할 수도 있다[53]. 본 연구는 문헌고찰에

의해 정리된 요소들을 활용하여 설문지를설계하는 구조

화된 델 이 조사(modified delphi)를 실시하 으며[71],

구조화된 내용 이외의 추가 으로 자유롭게의견을 제시

할 수 있도록 하 다. Murry & Hammons(1995)[71]에

따르면 구조화된 질문지를 활용하는 경우연구에 소요되

는 시간과 비용을 약할 수 있으며, 문가 패 이 즉각

으로 연구 내용에 을 맞추도록 유도할 수 있다. 1

차부터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하는 경우 어도 2회에

걸친 조사가 필요하며, 부분 1차와 2차의 조사를 진행

하는 사이에서 문가 패 의 합의가 이루어진다[71]. 1

차 조사에 있어 구조화된 설문을 활용한 근은 척도 개

발을 해 델 이 기법을 용한 기존의 연구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72,73].

본 연구는 먼 국내‧외문헌고찰을 통해온실가스감

축에 한 기술, 로젝트 선택에 있어 용되고 있는 지

표들을 검토하여 49개로 정리하 으며, 개념 복, 유

사성 등에 한 연구진의 검토를 통해 27개의 기술선택

지표군을 도출하 다.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한 요인과

각 조작 정의는 Appendix.에 정리하 다.

특히, 본 연구는 기술선택에 있어 기술의 수 을 주요

하게 고려하 다. 문헌검토를 통해 정리한 각 지표의 의

미를 바탕으로 상용화 는 신기술 수 에서 용되기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신기술은 26개 지표, 상용화기

술은 24개 지표군으로 구분하여 정리하 다. 델 이 조

사는 단기 의 상용화 기술과 장기 의 신기술

로 구분하여 실시하 으며, 신기술에 한 개념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수립 시 용한 ‘국내 용 5% 미

만인 기술’의 의미로 보았다(Table 4 참고). 기술의 범

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 부문에 한 의미로 한정하 다.

Technology level Definition

Commercialized
Technology
(short-term
perspective)

• Technology that has been domestically
utilized

• The degree of technology utilization is more
than 5% in terms of relative comparison
with new technology

New technology
(medium- and
long-term
perspective)

• Technology that has to be newly developed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 Technology that has been developed
overseas and the degree of domestic
technology utilization is less than 5%.

Table 4. A definition of technology level

온라인 기반의 조사 로그램을 통하여 문가 패

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고, 총 2회에 걸쳐 시행하 다.

각 지표들의 성 평가를 해 5 리커트척도를활용

하 다. 1차는 2017.6.21-29에 걸쳐 시행하 으며, 2차는

2017.7.24.-31에 걸쳐 시행하 다. 설문에 한 응답은 1

차 22명(100%), 2차 22명(100%)로 나타났다. 두 차례 조

사결과 변이계수가 최 0.23 수 을 보 으며, 합의도

수렴도가 기 치를 만족하 기에 2차에서 조사를 마

무리하 다.

4. 분  결과

1차, 2차 델 이 조사를통해 문가 패 의의견을반

한 기술선택 지표를 마련하 다. 최종 으로 상용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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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의 경우 총 5개 항목에 16개 지표가 도출되었으며, 신

기술의 경우 총 5개 항목에 18개 지표가 도출되었다. 이

에 한 구체 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 1차 조사를

통해 상용화기술과 신기술의 선택 지표에 한 문가

패 의의견을 수렴하 다. 1차 조사결과 상용화 기술의

경우 24개 지표 15개의 지표가 내용타당도를 충족하

으며, 신기술의 경우 26개 지표 18개 지표가 내용타

당도를 충족하 다. Table 5는 이를 정리한 것이다.

Indicator candidates

CVR based relevance

Commercialized
Tech.

New
Tech.

1. Possibility of acquiring and
maintaining the best technology

- O

2. Possibility of Successful R&D - O

3. Potential advancement of
technology

O O

4. Level of domestic technology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X X

5. Level of domestic infrastructure O X

6. Possibility of technology
convergence

X O

7. Technology substitution X X

8. Safety of technology X O

9. Using eco-friendly materials X X

10. Follow-up maintenance O O

11. Importance in the current market X -

12. Expanding domestic market X O

13. Growth potential of the future
market

O O

14. Economic feasibility O O

15. Commercializing technology - O

16. Scale of capital investment O X

17.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O O

18. Energy-saving effect O O

19. Toxic gas reduction X X

20. Fine-dust reduction O O

21. Site constraints O O

22. Minimizing environmental load O O

23. Correspondence between
considered technology and
government policies

O X

24. Financial Aid O O

25. Legal/institutional risks O O

26. Technology acceptance
(utilization)

O O

27. Technology acceptance
(installation)

X X

Note: O: met CVR, X: unmet CVR, -: not applicable

Table 5. A result of fist-round survey

한, 1차 조사를 통해 용어에 한 문가 패 이 제

시한 의견들을 확인하 다. 먼 , ‘에 지 감 효과’와

‘온실가스 감축효과’ 지표에 한 복 의미로인해통

합의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온실가스 감축의 맥락에서

에 지 감은 결국 온실가스 감의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단되어 2차 조사 시 이를 반 하여

‘에 지 감 효과’,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통합하고 ‘온

실가스 감 효과’로 용어를 변경하 다. 한, ‘유해가

스 감’과 ‘미세먼지 감’을 유해 기 오염물질 차원에

서 ‘미세먼지 감’으로 통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

되었으며, 이를 반 하 다. 1차 조사를 통해 정리된 기

술선택 기 을 바탕으로 선행문헌들을 참고하여 상 항

목을 구분하고 2차 조사 시 반 하 다. 상 항목은 선행

문헌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념 근을 용하 으며,

일부 지표의 경우 설명을 확인하여 용하 다. 구체

으로 ‘기술의안 성’, ‘친환경 소재의활용’은 선행문헌에

서 구체 인 항목 구분이 없지만 지표에 한 설명이 기

술 특성을 명시하고 있으며[24,74], 기술 수용성(설치)은

경제, 기술, 환경, 사회 이외의 수용 이라는 측면으로

분류되었으나 기술의 설치과정 특성을 의미하는 지표이기

에[51], 본연구의목 에부합하도록기술부문으로 용하

다. 27개 지표 기술 부문은 10개, 경제 부문은 6개,

환경 부문은 6개, 정책/사회 부문은 5개가 해당한다. 지

표별 구분에 한자세한내용은Appendix.에 정리하 다.

1차 조사에 한결과를반 하여수정한질문지를바

탕으로상용화 기술과신기술의선택 지표에 한 2차 조

사를 실시하 다. 2차 조사 시 1차 조사에 한 각 지표

별 문가 패 의견에 한 빈도, 평균, 표 편차,

수를 제공하여 이를 평가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 다. 2

차조사 결과 변이계수는 최 0.23으로 나타나 추가 인

조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용화 기술의 경우

24개 지표 16개지표가 내용타당도(0.42 이상), 합의도

(0.75 이상), 수렴도(0.50 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신기술의 경우 26개지표 18개 지표가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2차 조사에서 제시된 문가 패

의 의견을 반 하여 지표를 수정하 다. 먼 , 정책/사

회 항목의 1개 지표(기술 수용성 설치)를 기술 항목으로

이동하고 설치 용이성으로 용어를 변경하 다. 한 정

책/시회 항목의 의미가 범 하여 분리가 필요하며 기

술수용성(활용)을 사회성으로 구성해야한다는 의견에 따

라 이를반 하여 수정한 후 ‘기술수용성’으로 용어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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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하 다[75, 76]. Table 6과 7은 2차에 걸친 델 이 조사

결과에 한 평균, 표 편차, 변이계수, 합의도, 수렴도,

내용타당도를 정리한 것이다.

최종 으로 도출된 기술선택 지표의 특징은 신기술의

경우 상용화 기술에 비해 기술 항목에 한 고려요인이

상 으로 많다는 것이다. 이는 장기 인 에서 온

실가스 감축기술의 선택은 특히 기술확보의 불확실성을

낮추고 온실가스 감축에 한 용가능성을높이는 측면

에서의 근이 요한 것으로 해석된다. 더욱이 공공의

기술선택에서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되는 기

술, 경제 이외의 인 정책과 사회 등과 련한 단

기 의 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기술선택에 있어 정

책과 사회 측면의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 요한 의미

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주목할 은 세부 인 지표의

경우 일부 차이가 존재하나 많은 지표들이 공통 으로

도출되었다는 것이다.

먼 , 상용화 기술의 경우 16개 기 으로 정리되었으

며 합의도는 최소 0.75, 수렴도는 최 0.50으로 나타나

최종 정리된 지표에 해 문가 패 의 의견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단된다. 한, 내용타당도는 최소 0.45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환경 항목의 온실가스 감이 가장 높은 수(4.7 )로

나타났으며, 경제 항목의 경제 타당성이 다음으로 높

은 수(4.2 )를 보 다. 온실가스 감축을 한 상용화

기술의 용은 단기 으로 성과를 도출하기 해 실제

감축의 실 과 비용 타당성이 요하다고 단된다. 이

외의 많은 지표들이 비슷한 수를 보 는데 기술 항목

의 국내 인 라구축 수 (4.0 ), 경제 항목의 미래시장

성장 가능성과 설비 투자 규모(4.0 ), 환경 항목의 미세

먼지 감(4.1 ), 정책 항목의 재원조달 가능성과 법제

도 요인(4.0 ), 사회 항목의 기술 수용성(4.0) 으

로 나타났다. 이는 기술, 경제, 환경, 정책, 사회측면의 다

양한 척도들이 유사한 수 에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 항목의 기술 진보가능

성과 환경 항목의 입지제약은 가장 낮은 수(3.7 )를

보 다.

다음으로, 신기술의 경우 18개 기 으로 정리되었으

며, 합의도는 최소 0.75, 수렴도는 최 0.50으로 나타나

최종 정리된 기 에 해 문가 패 의 의견이 합의를

이루었다고 단된다. 한, 내용타당도는 최소 0.45로

나타나 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구체 으로

정리된 기 을 살펴보면 상용화 기술과 동일하게 환경

항목의 온실가스 감이 가장높은 수를 보 다(4.7 ).

경제 항목의 미래시장 성장가능성(4.6 ), 기술 항목의

기술 안 성과 경제 항목의 상업화 가능성(4.5 )과 경제

항목의 국내 시장 확장성(4.4 )이다음으로 높은 수를

보 다.

이는 신기술의 경우 단기 성과의 에서 나아가

안 한 기술을 확보하고 국내시장에 진입하여 활용가능

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요한 것으로 단된다.

Category Indicator

Descriptive
statistics

Relevance

Avg. Std. CV
Degree of
consensus

Degree of
convergence

CVR

Technology

1. Potential advancement of technology 3.7 0.6 0.17 0.81 0.38 0.45

2. Level of domestic infrastructure 4.0 0.6 0.14 1.00 0.00 0.73

3. Follow-up maintenance 3.9 0.5 0.12 1.00 0.00 0.64

4. Ease of installation 3.9 0.6 0.17 0.81 0.38 0.45

Economic

5. Expanding domestic market 3.8 0.6 0.15 0.81 0.38 0.45

6. Growth potential of the future market 4.0 0.6 0.14 1.00 0.00 0.73

7. Economic feasibility 4.2 0.9 0.20 0.75 0.50 0.64

8. Scale of capital investment 4.0 0.7 0.17 1.00 0.00 0.55

Environment

9. Greenhouse gas reduction 4.7 0.6 0.12 0.85 0.38 0.91

10. Fine-dust reduction 4.1 0.8 0.20 0.75 0.50 0.64

11. Site constraints 3.7 0.7 0.19 1.00 0.00 0.55

12. Minimizing environmental load 3.9 0.8 0.19 1.00 0.00 0.55

Policy

13. Correspondence between considered
technology and government policies

3.9 0.8 0.19 1.00 0.00 0.73

14. Financial Aid 4.0 0.7 0.16 1.00 0.00 0.64

15. Legal/institutional risks 4.0 0.5 0.13 1.00 0.00 0.73

Society 16. Technology acceptance(utilization) 4.0 0.7 0.18 0.81 0.38 0.55

Table 6. A result of second-round survey : commercial tech.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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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화 기술과 유사하게 많은 지표들이 비슷한 수

를 보 는데 기술 항목의 최고수 기술 확보 유지가

능성(4.1 ), 기술개발 성공가능성(4.0 ), 기술의 진보가

능성(4.2 ), 경제 타당성(4.2 ), 환경 항목의 미세먼지

감(4.2 ), 환경부하 최소화(4.1 ), 정책항목의 재원조

달 가능성(4.2 ), 법제도 요인(4.1 ), 사회 항목의

기술수용성(4.1 )으로 나타났다. 기술 항목의 선진국

비 기술수 은 가장 낮은 수를 보 다(3.7 ). 온실가

스 감축을 한 기술의 경우 신기술 확보에 있어 선진국

과 비교의 의미가 강조되기 보다는 자연조건 등 국내 실

정에 합한 기술을 확보하는 노력이 요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 차원에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의 이행에 한 구체 인 방안 하나로서 주요하

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과학기술의 용이다. 국가의 온

실가스 감축 목 달성을 해 략 으로 과학기술을

선택하는 것은 요한 문제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기술선택의 이론 에서 설명하는 것과 같이 공

공 부문은 수익창출에 심을 두는 민간 부문과는 달리

다양한 이해 계자와 향 요인을 고려하는것이 필요하

다. 그러나 기술선택을 한 타당성이 확보된 지표에

한 연구는 아직 충분하게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기

술선택에 한 기존 연구들은 문가 인터뷰 는

인스토 을 통해 기 을 도출하는 근이 많이 이루어지

고 있으며, 일 되고 신뢰성이 확보된 기 을 용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 온실가스감축의

기술선택 에서 타당성이 있는 선택기 을 개발하고

자 하 으며, 단기 으로 상용화기술 장기 으로 신기

술의 기술수 에 따라 구분하여 근하 다.

연구의 목 을 달성하기 해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

은 도구를 개발하기 해 구조화된 문가 의사소통과

문가 그룹의 단을 이끌어내는 델 이 방법을 활용하

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참여한 문가 22

인을 상으로 2차에 걸친조사 결과, 최종 으로 기술선

택 모형은 상용화 기술의 경우 기술 항목이 4개 기 , 경

제 항목이 4개 기 , 환경 항목이 4개 기 , 정책과 사회

항목이 각 3개, 1개등 총 16개의기 으로도출되었으며,

신기술의 경우 기술항목이 7개 기 , 경제항목이 4개 기

, 환경 항목이 4개 기 , 정책과 사회 항목이 각 2개, 1

개 등 총 18개의 기 으로 도출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

에 한 시사 은 다음과 같다.

먼 이론 인 측면에서 첫째, 공공의 기술선택을

해 고려가 필요한 요소는 무엇인지에 해 타당성이 확

보된 지표를 개발하여 제시하 다. 이는 기존의 경제성

Category Indicator

Descriptive
statistics

Relevance

Avg. Std. CV
Degree of
consensus

Degree of
convergence

CVR

Technology

1. Possibility of acquiring and maintaining
the best technology

4.1 0.6 0.15 0.81 0.38 0.73

2. Possibility of Successful R&D 4.0 0.8 0.19 1.00 0.00 0.64

3. Potential advancement of technology 4.2 0.5 0.13 0.81 0.38 0.91

4. Level of domestic technology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3.7 0.6 0.17 0.81 0.38 0.45

5. Possibility of technology convergence 4.0 0.7 0.18 1.00 0.00 0.93

6. Safety of technology 4.5 0.8 0.18 0.80 0.50 0.82

7. Follow-up maintenance 4.0 0.7 0.17 1.00 0.00 0.55

Economic

8. Expanding domestic market 4.4 0.7 0.15 0.75 0.50 0.82

9. Growth potential of the future market 4.6 0.5 0.11 0.80 0.50 1.00

10. Economic feasibility 4.2 0.7 0.16 0.75 0.50 0.73

11. Commercializing technology 4.5 0.7 0.15 0.80 0.50 0.82

Environment

12. Greenhouse gas reduction 4.7 0.6 0.12 1.00 0.00 0.91

13. Fine-dust reduction 4.2 0.9 0.21 0.75 0.50 0.64

14. Site constraints 3.8 0.8 0.20 1.00 0.00 0.55

15. Minimizing environmental load 4.1 0.8 0.20 0.75 0.50 0.64

Policy
16. Financial Aid 4.2 0.5 0.13 0.81 0.38 0.91

17. Legal/institutional risks 4.1 0.5 0.13 1.00 0.00 0.82

Society 18. Technology acceptance(utilization) 4.1 0.7 0.17 0.75 0.50 0.64

Table 7. A result of second-round survey : new tech.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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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을 둔 근에서 더욱 확장된 것이며, 공공성 등을

포함한 기존의 근에 해 신뢰성을가지고 일 성있게

용될 수 있는 선택기 을 확보한 것이다, 구체 으로

신기술과 상용화 기술 모두에서 기술, 경제, 환경, 정책,

사회 측면에 한 종합 인 고려가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특히, 상용화 기술의 경우 기술성의 일부 하

기 인 기술의 발 가능성(3.7 ), 유지보수 가능성(3.9

) 보다 정책성과 사회성의하 일부 법 /제도 리스

크(4.0 ), 기술수용성(4.0 ) 등의 기 이 높은 수를

보이는 과 신기술의 경우 기술성의 하 기 인 선진

국 비 기술수 (3.7 ) 보다 정책성, 사회성의 하 기

이 높은 수를보인 것은 주목할 이다. 이는 공공의

기술선택에 있어 특정 기 에 심을 두는 것이 아닌 종

합 인 근을 요하게 여기는 선행연구의주장을 지지

하는 결과이다[27,50,77]. 둘째, 기술수 에 따른 기술선

택의 기 이 기술성의 구성요인을 제외하고는 유사하게

도출되었다. 이는 본질 으로 온실가스 감축의 맥락에서

기술수 의 차이로 고려가 필요한 것은 기술의 특징을

반 하는 기술성에 국한되며, 그 외의 기 은 유사한 특

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술의 수 에 따

른 상용화 기술의 용가능성과 신기술의 실 가능성에

한 차별 인 근이 필요한 것을 제외하면, 나머지 경

제, 환경, 사회, 정책에 한구성요인들은비슷한 맥락에

서 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이는 온실가

스 감축의 목 을 달성하기 한 기술의 선택이 기업,

NGO, 시민단체 등 특정 이해집단의 에서 이루어지

는 것이 아닌 범국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측면이 반

된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실제 인 측면에서 첫째, 국가 기술선택 모

형의 틀을 제시하 으며, 이를 해 직 으로 국가계

획 수립에 참여한 문가 패 들의 의견을 모으고 합의

된 결과를 도출하여 이를 정책 분야와 기술선택과 련

한 학술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안하 다. 실제로

정책 장에서 국가 으로 필요한 기술을선택하기 해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하는 것의 필요성을인지하고 있음

에도 불구하고 제한된 시간과 자원은이해 계자로 부터

의 의견수렴 부족으로 이어지며 실행 가능한 측면을

심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게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

술선택 모형을 근거로 하여 체계 으로기술 인 안을

인식하고 평가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며, 이러한 과정에

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 들의 실제 인 용가능성

향상에 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을 한 공공의 기술선택

에 해 문가들의 델 이 연구를 통해 기술의 수 을

고려하여 단기 , ‧장기 으로 어떻게 기술을 평가하

고 선정할 수 있는지를 차별 으로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결과는 단기 으로는 이미 상용화되어 시장

에서 활용되고 있는 기술에 한 근을 하는 것에, ‧

장기 으로는 새로운 신기술을 개발하여 확보하고 이를

국가의 목 을 달성하기 해 연구개발을 시행하고 국가

산을 배분하는 것에 한 지향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 은 다음과 같다. 먼 ,

기존 문헌에 근거하여 구조화된 델 이 설문을 문가에

게 제시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수정된 델 이를 시행하

다. 따라서 추가 인 의견개진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

를 반 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설문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자유로운 의견개진에 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단되어 순수 개방형 델 이설문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이 이 모두 반 되지 못하 다. 다음으로, 이론

으로 델 이 결과의 신뢰성이 확보되는 수 에서 패

의 규모를 설계하 으나, 22명의 문가 공공연구기

과 정부기 종사자가 15명으로 상 으로많은 숫자

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다. 이는 문가 패 구성에 있

어 실제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수립에 참여한 많은

문가의 소속이 국가 연구기 이라는 특성이 기인한다.

이로 인해 문가 패 구성을 학계 는 산업계와 련

된 문가를 많이 포함시켰을 경우 연구의 결과가 차이

를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을 완 하게 배제할 수 없다.

본 연구는 온실가스 감축의 맥락에서 공공의 기술선

택에 한 단기 의 기본 인 틀을 제시하고자 하 으

며, 다음의 사항에 해 후속연구를 통해 밝 나갈 필요

가 있다. 먼 , 본연구에서 개발한기술선택 기 을활용

하여 향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이해 계자를 상으

로 패 의 규모를 확 하고 기 의 성에 한 동의

정도를 조사하여 신뢰도를 더욱 높일 필요가 있다. 다음

으로,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세부 인 부문이 있어 부문

별 용이 가능한 기술들은 특성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

날 수 있다. 향후 각 부문별 특징을 반 한 기 을 도출

하여 가령 공통기 과 특화 기 과 같은 개념으로 근

한다면 더욱 확장된 논의가 가능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술선택 모형의 구축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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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cator Definition Considerations Category Reference

1. Possibility of acquiring
and maintaining the best
technology

• Possibility of acquiring and/or
maintaining the best
technology in the field through
domestic R&D investment

• Possibility of catching up
the level of the developed
country with leading
technology in the field

• Possibility of securing the
dominant position, in case
the existing domestic
technology is the most
advanced in the field

Technology [45]

2. Possibility of Successful
R&D

• Possibility of creating new
technology

• Easiness of domestic R&D
• Easiness of technology

introduction to overseas
• Cost of R&D
• Government support on

R&D

Technology [46,49]

3. Potential advancement of
technology

• Possibility of technical
progress based on technology
development trends of
developed countries

• Global level of technology
maturity

Technology [45]

4. Level of domestic
technology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 Level of domestic technology
compared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 Technological gap

• Level of domestic
technology maturity

Technology
[25, 26,45-47,

79]

5. Level of domestic
infrastructure

• Level of domestic
infrastructure for the
technology

Technology [45]

6. Possibility of technology
convergence

• Possibility of convergence with
other technologies, thereby
creating new technology

Technology [46]

7. Technology substitution
• Possibility of substituting

existing technology
Technology [45,46,78]

8. Safety of technology
• Potential hazards of using the

technology (chemical
accidents, explosions, etc.)

Not specified [24]

9. Using eco-friendly
materials

• Using eco-friendly materials
for the products to which the
technology is applied

Not specified [74]

10. Follow-up maintenance

• Easiness of follow-up service
and maintenance for the
facility to which the
technology is applied

Technology [51]

11. Importance in the
current market

• Size of the market of the
technology field and its
importance (domestic and
international)

• Importance in the current
market

Economics [27]

12. Expanding domestic
market

•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level of technology ubiquity

• Technology diffusion and
ubiquity

Economics [45,78]

13. Growth potential of the
future market

• Possibility of future market
growth in the field (domestic
and international)

• Employment expansion
• Sales increase
• Expansion of market

structure (including
economic value-added
creation)

Economics [48,49,79]

Appendix. Indicator candidate for national GHG mitigation technology selection



한 디지 정책학회논문지 제16  제10호22

Indicator Definition Considerations Category Reference

14. Economic feasibility
• Cost-benefit

(Cost of R&D investment and
technology management )

• Cost reduction and profit
generation

Economics [47,48,78,79]

15. Commercializing
technology

• Possibility of market entry • New entry Economics [45,46,60,78]

16. Scale of capital
investment

• Scale of capital investment
required to introduce the
technology

Economics [79]

17. Greenhouse gas
reduction effect

• Amount of emission reductions
caused by using the
technology

• Mitigation scale

• Effects on greenhouse gas
reductions (compared to
the amount of R&D
investment and the level
of diffusion)

Environment [25,45,47]

18. Energy-saving effect

• Level of energy reduction
• Level of energy efficiency
• Improvement on the efficiency

of technology (in case of
non-energy technology)

Environment [48,78]

19. Toxic gas reduction
• Reduction of SOx and NOx

emissions
Environment [25,80]

20. Fine-dust reduction • Reduction of PM emissions Environment [25]

21. Site constraints
• Constraints on the products

posed by the site
characteristics

Environment [50]

22. Minimizing
environmental load

• Minimizing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ir/soil
pollution

• Minimizing possibility of
causing diseases

Environment [47,80]

23. Correspondence
between considered
technology and
government policies

• Corresponding to the medium
and long-term plans on
science and technology
officially announced by the
government

• Corresponding to the relevant
national policies and
government policy direction

Social/Policy [26,47,48]

24. Financial Aid
• Possibility of public/private

funding for technology
application or development

Social/Policy [25,50]

25. Legal/institutional risks
• Conformity to the existing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

• Existence of any
mandatory or prohibition
clause under the present
law

• Possibility of regulations
and institutional prohibition

policy [81]

26. Technology acceptance
(utilization)

• Possibility of smooth
acceptance(utilization)

• Usability
• Technology utilization from

user perspectives

Social/Policy [25,60]

27. Technology acceptance
(installation)

• Convenience of product
installation

• Easiness of installation and
shortness of time required
(simplicity)

Not applicable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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