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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최근 유비쿼터스 기술에 한 개발이 유비쿼터스 상거래라고 하는 진보된 자상거래를 
실용화할 수 있는 단계로 어들고 있다. 따라서 유비쿼터스 기술의 실제 시스템 용에 
한 타당성 분석이 필요한 시 이며, 이를 해서는 유비쿼터스 기술과 같은 진행 인 기술
에 해 가치를 측정하는 방법에 한 요구가 증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 은 재무  

에서의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해 
기존의 기술가치 평가를 해 진행되어 왔던 평가 기법들  선물옵션이론의 블랙- 즈 모
형을 채택한 한 평가 모형을 개발하 다. 한 유비쿼터스 기술 련 과제 참여 문가 인터
뷰를 통한 실제 사례 분석도 아울러 실시하 다. 그 결과, 콜옵션 가격과 변동성, 유사 기술
과의 변동성 비 등을 통한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 타당성 평가에 블랙 즈 모형의 활용 가
능성을 확인하 다.

ABSTRACT

Recently,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becomes available to develop advanced 

electronic commerce：u-commerce. Hence, it is the very time to perform feasibility analysis 

in applying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especially estimating economical value of the 
on-going technology. Hence,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a financial value 

estimating methodology in performing feasibility test on ubiquitous computing technology. 

To do so, Black and Scholes model is basically adopted. To show the feasibility if the idea 
proposed in this paper, actual case study through focused group interview with those who 

are actually performing on-going ubiquitous computing projects. As the result, we validated 

the possibility of applying Black-Sholes model to assessing feasibility analysis for 
ubiquitous technology development with the price of call option, volatility, and the 

comparison with other similar technolo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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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90년  유비쿼터스 컴퓨 의 가능성이 

두되기 시작한 이래 재까지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의 개발은 원천기술의 선 확보

를 해 해마다 각 나라와 기 들은 이에 

한 투자를 기하 수 으로 증가시켜오고 있

다. 날마다 새로운 유비쿼터스 기술의 개발

에 한 보고와 상업화에 한 시도는 이러

한 경쟁  환경 하에서 략  기술 R&D 

투자를 통한 가치 창출이라는 과제를 다시  

부여하고 있다. 이러한 기하 수 인 투자의 

증 와 가치 창출에 한 요구에도 불구하

고, 실제 인 상용화  이윤의 획득에 한 

보고는 아직까지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것은 실제 으로 유비쿼터스 컴퓨  기술

에 해 각 개발 기 이나 기업들이 유비쿼

터스 컴퓨  기술 개발 이후 상용화 가능성

이나 어도 경제  타당성에 한 분석 없

이 단순히 기술을 한 기술을 개발 해 온 

결과로 여겨지고 있다. 한 유비쿼터스 기

술 개발의 불확실성에 한 험을 제 로 

분석하고 이에 따른 투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이 발 함에 따라 유비쿼

터스 기술에 한 평가를 한 연구들을 차

차 진행되어 오고 있다. 유비쿼터스 기술로 

이루어지는 서비스에 해 행태 , 기술  

평가를 시도한 연구[3, 8, 21, 23]와 유비쿼터

스 기술 자체 기능의 성능 평가를 시도한 연

구들은 존재해 왔다[10, 20, 22]. 그러나 기존 

평가들은 기술의 투자 타당성에 한 연구이

기 보다는 기술 자체 혹은 기술을 활용한 서

비스 성능에 한 평가가 주를 이루었기 때

문에 유비쿼터스 기술 련 투자의 에서 

투자 혹은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는 도움을 주지 못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는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을 한 투자 타당

성에 한 의사결정을 돕기 해 재무분야에

서 리 쓰이고 있는 블랙- 즈 모형을 바탕

으로 콜옵션 가격과 기술 개발 후의 변동성

에 한 자료를 바탕으로 평가 가능성을 제

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술 평가 

방법론과 련된 문헌들을 검토한 후, 유비

쿼터스 기술 투자 타당성 분석을 한 방법

론을 제시한다. 이후 방법론에 따른 실제 사

례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최종 으로 본 

연구의 공헌과 연구의 한계  향후 연구 방

향에 해 밝히고자 한다.

2. 문헌연구

2.1 기술 가치 평가

2.1.1 가치평가 기본모형

한국기술가치평가 회는 가치 평가의 기

본 모형으로 비용 근법과 소득 근법, 시장

사례 근법의 세 가지의 근방법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18]. 이들 근법들은 각각 용

하는 분야, 방법, 기본 가정들이 상호 보완

일 수 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는 한 모두 

용할 것을 권하고 있다.

비용 근법은 평가 상이 가진 자산의 미

래 유용성을 평가하기 해 자산가치를 화폐

액으로 나타내어 소유에 따른 미래 발생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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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근법 소득 근법 시장사례 근법

정  의

상을 재생산 혹은 

재배치하기 해 요구되는 

비용에 근거하여 평가 

미래소득 흐름의 

재가치에 근거하여 평가

시장에서의 비교가능자산의 

가격에 근거하여 평가

장  
비용에 한 자료가 가용할 

경우 쉽게 구할 수 있음

소득 창출 능력에 근거해서 

재가치를 산출해 낼 수 

있음

시장에 한 자료가 가용할 

경우 가장 합리 인 가치를 

산출할 수 있음

단  상의 미래 잠재 가치 무시
주  단에 의한 에러 

발생 가능

비교가능자산에 한 시장 

자료의 부족

<표 1> 세 가지 기본 모형의 비교[14]

익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비용 근법의 기본

인 가정은 새로운 자산의 비용이 해당자산

의 수명 혹은 만기기간 동안 제공하는 경제  

이용가치에 상응한다는 것이다. 한 비용

근법은 네 가지의 기본 경제 인 원칙을 따르

고 있다. 첫째, 체 원칙이다. 동일한 혹은 유

사한 기술을 다시 만들어낸다면 혹은 시장에

서 살 수 있다면 얼마나 비용이 소요될 것인

가를 결정하면 되는 것이다. 둘째, 수요/공

의 원칙이다. 수요와 공 의 변화는 비용의 

변화를 래하기 때문에 비용 근법에 의한 

가치평가는 수요/공 의 원칙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는 뜻이다. 셋째는 기능  진부화율이

다. 기술이 원래 디자인 되었던 기능을 제

로 발휘하지 못하거나 기 된 효용(utility)을 

이끌어내지 못하는 경우에 야기되는 가치의 

감소를 반 해야 한다는 것이다. 넷째는 외부

효과를 가진다. 외부 조건은 새로이 만들어진 

기술에 해 원래의 비용보다 더 많거나 은 

가치를 가지도록 향을 받는다[11, 12]. 하지

만, 기업이나 기술에 해 완 히 새로운 자

산 가치를 평가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비

용 근법의 경우는 항상 물리  사용 시 기능

 진부화, 경제  진부화 등의 감가상각에 

따른 가치의 감소를 고려해야 한다는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소득 근법은 자산으로 창출 할 수 있는 

소득의 크기를 고려하는데 을 맞추고 있

다. 소득 근법의 기본 가정은 해당 자산이 

수명 혹은 만기기간 동안 창출하는 순경제  

이익의 재가치를 가치로 추정한다는 것이

다. 실 으로 경제  이익을 도출하는 일

이 여의치 않을 경우 지 자산의 가치를 평

가하기란 상당히 어렵다. 소득 근법이 주로 

활용되는 가치평가는 특허, 상표, 작권 등

과 같은 지 자산의 가치평가이다[4].

시장 근법은 시장에서 사람들이 단하

는 바에 한 합의의 결과로 획득되는 가치

를 반 하는 방법이다[16]. 시장 근법은 시

장에서 거래되고 있는 유사자산의 거래가격

을 비교, 검토하여 산출한다. 이 근법이 유

용하게 활용되기 해서는 비교 가능한 자산

을 포함하고 있는 활발한 거래시장이 존재해

야 하며, 비교가능자산의 과거 거래실 이 

있어야 하며, 비교가능자산이 거래된 가격정

보에 한 근이 가능하다. 한 당사자간

에 자유의사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등의 조건들이 필요하다. 시장 근법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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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방법 용 우선순

특허/기술

상표/ 랜드

작권

상품 S/W

경 정보 S/W

작업

작업 례/과정

소득 근법    시장사례법    비용 근법

소득 근법    시장사례법    비용 근법

소득 근법    시장사례법    비용 근법

소득 근법    시장사례법    비용 근법

비용 근법    시장사례법    소득 근법

비용 근법    소득 근법    시장사례법

비용 근법    소득 근법    시장사례법

<표 2> 기본 평가방법 용 우선 순  

은 가치평가를 한 최 의 시장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주 인 단이 개입될 요소가 

커지며, 그로 인해 신뢰성 있는 가치평가를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러한 단

으로 인해 지식자산평가에는 유용하게 쓰

이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음 <표 1>은 가치평가 세 가지 기본 모

형에 한 비교표이다. 

세 가지 방법은 각각 장단 을 가지고 있

어, Smith와 Parr[24]는 각 평각 방법의 우

선 순 를 <표 2>와 같이 권장하고 있으며, 

이 방법론 한 세 가지의 평가 방법을 모두 

용하는 것을 기본 제로 하고 있다.

2.1.2 옵션 관련 모형

기술 가치를 평가하는데 옵션 련 모형

을 활용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다. 

Luehrman[9]은 불확실성이 높게 내재된 정

보기술투자 로젝트를 평가하기 해서는 

실물옵션과 순 재가치를 비교 분석하 고, 

Panayi와 Trigerogis[15]는 2단계 복합옵션 

사용하여 장거리 통신의 기반투자 로젝트 

평가를 수행하 다. 다음은 옵션을 활용한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본 연구에서 활용될 

블랙- 즈 모형과 이산모형, 옵션트리모형에 

한 간략한 설명이다.

2.1.2.1 블랙- 즈 모형

기술가치평가를 해 실제 으로 용되

는 표 인 모형에는 블랙- 즈모형과 이항

모형이 있으며, 그외에 다이나믹 DCF, 옵션 

반  DCF, 옵션 트리 등이 있다.

그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가정하여 가장 

리 활용되는 것이 블랙- 즈 모형이다[2]. 

블랙- 즈 모형은 다음과 같은 식 (1)과 같

이 나타내며, 

ttt BSrKSC −=),,,,( δσ (1)

C는 콜옵션 가격, S는 재 기  주식의 

가격, K는 행사가격, r은 무 험 이자율, σ는 

기 주식 수익률의 표 편차, δ는 만기까지

의 기간, B는 해당 옵션의 채권 가치이다. 모

형에 한 자세한 사항은 제 4 에서 상세히 

다루기로 한다.

블랙- 즈 모형을 활용하기 해서는 다음

과 같은 네 가지 가정 조건에 배되지 않아

야 함을 문가들은 권고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는 선에서 블랙- 즈 

모형의 결과는 기술의 옵션 가치를 정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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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형 정  의 장  단  

블랙 

즈모형

의사결정의 연속성을 가정하여 

재 가장 리 활용되고 있는 

모형

∘기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을 제

외한 부분의 모수가 측 가능

∘단순한 모형이면서도 모형 내의 

각 요소들이 갖는 의미가 명료

∘기본 으로 가정해야 

하는 상황이 존재

이산 모형

Black, Scholes, Merton 등에 의

해 발 된 미분방정식 모형을 

실무 으로 쉽게 근할 수 있

도록 개발된 모형(Cox, Ross, 

Rubinstein; 1979)

∘쉽게 다양한 확률분포 형태로 기

 잔산의 확률 모형을 변경  

확장할 수 있음

∘모형에 한 가정이 어 모형의 

설명력이 상 으로 높음

∘노드의 개수가 늘어날 

수록 계산이 기하 수

으로 늘어남

∘불확실성이 증가할수

록 모형이 복잡해짐

옵션 트리 

모형

이산분포 형태로 갈라지는 고

 이산 모형에 의사결정 트리

를 결합한 모형

∘모형 구성이 용이

∘결과에 한 이해가 쉬움

∘불확실성  옵션을 한꺼번에 고

려 가능

∘이산 모형과 동일

<표 3>

반 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기 자산( 로

젝트의 가치 변동)이 Geometric Brownian 

모형을 만족해야 한다. 둘째, 기  자산이 언

제나 0보다 크다. 셋째, 하나의 불확실성으로

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하나

의 옵션으로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확인

한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모형에 복합 옵션의 

요소들이 포함될 여지가 존재하지 않아야 한다.

2.1.2.2 이산모형

이산모형은 Black, Scholes와 Merton 등

에 의해 발 된 미분방정식 모형을 실무 으

로 쉽게 근할수 있도록 개발된 모형이다. 

일반 으로 의의 의미로 이산모형을 격자 

형태로 옵션의 기  자산의 변동을 식별하는 

격자구조모형 체를 의미하기도 하나, 의

의 의미의 이산모형은 험 립확률과 이를 

기 로 한 기 자산의 가치를 이산형태로 구

성한 뒤, 이러한 기 자산의 모형에서 옵션

의 가치를 역산하는, 이산분포로 확률  특

성을 한정시킨 모형을 의미한다. 계산 모형

은 식 (2)와 같다. 

−−+− +−++= CrPCrPC tt )1)(1()1(0
(2)

이 때, P는 험 립 확률, r은 무 험이

자율, C
0
은 n기의 옵션의 가치, C

+
은 기 자

산이 증가한 경우 n+1기의 옵션의 가치, C-

는 기 자산이 감소한 경우 n+1기의 옵션의 

가치를 나타낸다. 이산 모형의 경우, 쉽게 다

양한 확률분포형태로 기 자산의 확률 모형

을 변경  확장 할 수 있다. 한 모형에 

한 가정이 기 때문에 모형의 설명력이 높

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노드의 개

수가 늘어날수록 계산이 기하 수 으로 늘

어나며, 불확실성이 증가할수록 모형이 복잡

해지는 단 을 가지고 있다.

2.1.2.3 옵션트리모형

옵션트리모형은 이산모형 계열에서 진보된 



54  한국 자거래학회지 제13권 제4호

YesNo

개발할 신기술 선택

변동성 및 가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선정 및 조사

(S, X, r, T,  etc.)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기술 변동성 및 가치 결정

신기술 개발 결정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구기술 변동성 및 가치 결정

신기술 개발?신기술 보완?

구기술 선택 및 종료

현존 기술 조사 및 대안 기술 선택

관련 기술 분야 선택

기술 활용 문제 인식

Yes

No

기술 가치 비교 및 우선순위 결정

<그림 1> 기술투자 타당성 평가 방법론 차

모형으로서, 이산분포 형태로 갈라지는 고

 이산모형에 의사결정 트리를 결합한 것이

다. 다시 말해, 각 상황의 서로 다른 시 에서 

의사결정자의 결정에 해 옵션의 개념을 반

하여 의사결정 트리를 간략화한 옵션트리

구조로 계산하는 실물옵션모형이다. 이산모

형에 근거한 옵션 계산식은 식 (2)와 같은 형

태를 지닌다. 이 모형은 모형 구성이용이하

고, 결과에 한 이해가 쉽다는 에서 최

의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다는 장 이 있

다. 한 여러 불확실성  홉션을 한꺼번에 

고려할 수 있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

만 이산모형과 동일한 노드수 증가와 불확실

성 증가에 따른 단 을 극복하는 것을 단 으

로 지니고 있다. 

세 가지 모형에 한 비교표를 <표 3>에 

제시하 다.

3. 방법론

3.1 평가 차

<그림 1>은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분석 

 평가 차에 한 도표이다. 각 항목에 

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3.1.1 기술 활용 문제 인식

기술활용문제 인식 단계에서는 기술 개발 

과제나 기업의 R&D 부서에서의 기술 개발

에 한 체 목표 하에서 필요한 기술에 

한 필요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체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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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에 필요한 세

부 기술들의 활용이나 획득에 한 조사 등

을 포함한 ‘기술의 획득 혹은 개발 필요’에 

한 당 성을 확인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의 

업무 수행은 R&D 과제를 시작하려 하는 주

 기 이나 기업의 기획 부서에서 진행한다.

3.1.2 관련기술 분야 선택

세부 기술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나면, 그 

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련 기술 분야를 확

인한다. 련 기술 분야의 확인은 개발 혹은 

획득하고자 하는 기술이 시장 내에서 어떠한 

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떤 분야의 기술

들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지 단하는 단계

이다. 이 단계는 새로이 개발되는 기술의 

용 상을 악하는 단계이므로, 기술 활용 

문제 인식 단계에서 확인된 필요성에 따라 

시장 내에서의 한 용 분야를 선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련 기술 분야의 선택은 

향후 개발 기술에 한 재와 미래의 시장 

측 시에 사용될 수 있으므로, 련 기술 분

야에 한 정확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향

후 기술 가치 평가를 정확하게 내릴 수 있는 

토 를 마련하는 첫 단계로 볼 수 있다.

3.1.3 현존 기술 조사 및 대안 기술 선택

존 기술 조사  안 기술 선택은 새로이 

개발하여 비교․평가하고자 하는 상 기술을 

제 로 이해하고 있어야 하며, 객 인 평가

를 해 충분한 기술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3.1.4 개발할 신기술 선택

개발할 신기술의 선택 단계는 기술 개발 주

체와 기술 개발 투자 주체 간의 합의에 의해 

도출될 수 있도록 한다. 단순히 기술에 한 

개발 역이나 제목만이 아니라 기술에 한 

세부 인 사양들에 한 정의  명시, 그리

고 타 기술과의 차이 을 정확히 수집, 조

할 수 있도록 한다. 한 이 시 에서 필요한 

것은 선택된 신기술을 어느 시 까지 개발을 

완료 할 것인지에 한 명시가 요하다. 이 

시 에 한 정확한 측은 차기 단계들에서 

산출될 미래 기술 가치의 재화를 하는 가장 

요한 변수 의 하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3.1.5 변동성 및 가치 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 

선정 및 조사

변동성  가치 결정을 한 기  자료 선

정  조사의 단계는 획득되어야 할 정보나 

자료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기술 본래의 기술성  신성, 

시장성, 사업성, 수익성, 인 요소 등에 한 

세부 인 요소들에 한 조사를 진행한다.

지 않은 양의 자료를 조사하고 악해야 

하는 이 단계에서는 사 에 철 한 조사 기

획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근하여 자료를 

조사할 것인지를 체계 으로 검토해야 한다. 

그 다음, 조사항목들을 작성하여 요한 사

항들의 조사가 락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해 권  있는 조사리스트

를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고 있다. 본 연구에

서 제시하는 조사 항목들은 다음 장의 모형 

연구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할 것이다.

3.1.6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구 기술의 변

동성 및 가치 결정

조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신구기술의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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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물옵션 요인표기 콜옵션

투자기회에 한 흐름 재가치 S 주식 가격

기투자

(개발비용 혹은 실물자산 구입비용)
K 옵션의 행사가격

의사결정 유보 기간 t 만기까지의 기간

투자자 의 시간 가치 r 무 험 이자율

투자의 험 σ2 주식수익률의 분산

<표 4> 실물옵션과 콜옵션에서의 요인에 한 정의

성  가치 가치 가격 결정 단계는 자료를 바

탕으로 미리 형성되어 있는 ‘기술 가치 산정 

기 ’ 혹은 ‘기술 가치 산정식’에 의해서 가치 

산출해 낸다. 이 단계는 조사된 자료를 바탕

으로 미리 정해진 평가 방법에 따라 기술 가

치를 산출해 내는 과정이다. 변동성 한 기

술 특성과 상 기술 이  총액 등을 고려한 

시뮬 이션 값으로 산출한다.

3.1.7 신기술 개발 결정

신기술 개발 주체와 투자 주체는 3.1.6에

서 산출된 신기술의 가치에 따라 신기술 개

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신기술 개발이 확

정되면 3.1.4에서 확정했던 기술 개발 완료 

시 까지의 세부 인 개발 계획과 마일스톤 

등을 작성하여, 일정 단  개발 기간마다 기

술 성과를 간 검 할 수 있도록 하는 

차가 필요하다. 신기술을 개발하지 않기로 

확정이 된다면, 세부 으로 어떤 존 기술

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와 그 기술을 어떻

게 확보할 것인지에 한 결정 단계로 넘어

가고 평가 차는 종료된다.

3.1.8 신기술 개발 및 신기술 보완 여부 결정

신기술 보완 여부 결정 단계에서는 앞서 평

가해 본 신기술에 해 지속 인 보완을 통해 

개발 의지를 이어 나갈 것인지, 아니면 신기술 

개발을 포기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단계이다.

3.2 모형 설명

3.2.1 신기술 가치 평가 방법

3.1.6에서 나타난 기술 가치에 한 콜옵

션의 산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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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콜옵션의 가치

S：기 자산의 재 가치

K：옵션의 행사가격

t：옵션의 잔존기간 는 만기

r：옵션의 잔존기간에 상응하는 무 험 이

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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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 즈 모형

[2]

실물옵션 투자 로젝트 옵션 

모형[17]
본 연구 모형 획득 방법

C 콜옵션의 가치 실물옵션의 가치
투자 로젝트 

옵션의 가치

기술실물옵션의 

가치

콜옵션 계산식 

활용

St
기 자산의 재 

가치

투자기회에 한 

흐름 

재가치

기 흐름의 

재가치

기술과제 투입 

산 총액 비 

기술이 료 

총액으로 산출된 

흐름 재가치

기술과제 개발 담

당자 인터뷰

K 옵션의 행사가격

기투자(개발비

용 혹은 실물자산 

구입비용)

투자비용의 

재가치

기술 개발 완료 

시 의 투자비용 

총액

문가(개발담당, 

이  상 기업) 

인터뷰

r

옵션의 잔존기간

에 상응하는 무

험 이자율

투자자 의 시간 

가치
무 험 이자율 무 험 이자율

CD 91일물 자료 

사용1)

σ
기 자산의 가치

의 변동성(σ2 )
투자의 험

로젝트 가치의 

불확실성

신기술의 성공 가

능 확률(개발완료

시  이후 5년간 

상 매출액)

문가(개발담당, 

이  상 기업) 

인터뷰 후 Monte 

Carlo Simulation 

수행

T
옵션의 잔존기간 

는 만기

의사결정 유보 

기간

기술실물옵션의 잔

존기간 는 만기

기술 개발 담당자

와의 인터뷰

<표 5> 블랙- 즈 모형을 활용한 Option Pricing을 한 변수 의미 비교

2σ ：기 자산의 가치의 변동성

N(․)： 정규분포

의 식 (3)에서 나타나는 요인들에 한 

실물옵션에서의 정의와 콜옵션에서의 정의를 

<표 4>에 비교하여 제시하 다. 식 (3)은 기

존의 블랙- 즈 모형을 따르고 있으며, 요인

에 한 조작  정의를 가하는 형식을 사용

하 다[2]. 콜옵션은 만기일이나 만기일 이

에 미리 정한 행사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하며, 여기서는 기술 개발 완료 시

이나 기술 개발 완료 시  이 에 상 기술

이 료의 가격으로 기술을 살 수 있는 권리

를 의미하는 것으로 조작  정의를 하 다.

식 (2)를 토 로 각 기술에 한 CL과 CN

을 산출할 수 있다. 이를 해, 기존의 연구

들에서는 어떻게 변수들에 한 값들을 추출

했는지와 본 연구에서 각 변수를 어떻게 획

득할 것인지에 한 비교표를 <표 5>와 같

1) 블랙 즈 모형에 사용할 무 험 이자율은 CD 91

일물 자료를 사용하 다(2008년 3월). CD 91일물

의 경우 10개 증권회사의 표수익률로만 작성되

어 시장의 총체 인 반 이 미흡하고 시 자 사

정에 따라 리가 변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증

권거래소가 이론  옵션가격을 산출할 때 만기가 

91일인 양도성 증서의 최근 연수익률을 사용

해 구하고 있고, 한국 융시장의 단기 리의 

표성을 지니기 때문에 무 험 이자율 용치로 

합하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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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기술 설명

1
커뮤니티 컴퓨  근거리 무선통신환경에 합한 고속 고품질의 환경 응형 

Scale-free uPAN 시스템의 지능형 다  엑세스 기술

2
Visual Sensor Network(VSN)을 이용하여 역의 복잡한 환경에서 강인하고 정확하게 

동작하는 첨단 인간 행동 인식  의도 추론 기술 개발

3 상황인식 에이 트 기반 지능형 에이 트 랫폼

4 커뮤니티 컴퓨  솔루션：커뮤니티 매니

5 동  커뮤니티 컴퓨  기반 시스템 통합 랫폼 기술

6
유비쿼터스 지능공간에서의 지능형 네트워크 구성 기술로서 공간  서비스에 응  

네트워킹 제공 기술

7 유비쿼터스 커뮤니티 환경에서의 다자간 인터랙티  스마트 업환경 기술개발

<표 6> 기술 설명

이 제시하 다.

다음 장에서는 본 모형을 바탕으로 재 

개발되고 있는 유비쿼터스 기술에 한 사례 

조사 분석을 실시하 다.

4. 사례 분석

본 연구의 목 은 블랙- 즈 모형을 바탕

으로 유비쿼터스 기술의 개발 타당성을 분석

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사례 분석에서는 

재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을 수행하고 있는 7

개의 기술에 해 평가 타당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평가에 필요한 변수를 

획득하기 해, 각 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

는 과제 책임연구자와 박사 과정 이상의 연

구원들에게 인터뷰  설문을 활용하 다. 

인터뷰에 응한 문가의 체 응답자의 수는 

7개  19명이었으며, 평균 련 연구 기간은 

33.3개월이다. 본 사례 분석을 한 인터뷰 

 설문은 2008년 4월 1일 부터 2주간 동안 

진행되었다.

4.1 기술 개요

다음 <표 6>는 본 연구에서 기술 투자 타

당성을 분석하기 해 조사한 7개의 이 

재 개발 인 기술들에 한 설명이다. 표에

서 나타나는 번호는 이후 나타날 기술A～G

까지의 이름과는 순서가 서로 상의함을 밝

둔다. 

4.2 기술 가치 평가 수행

4.2.1 각 변수의 산출

각 기술의 흐름 재가치(NPV)는 

재 기술의 개발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가 아

니기 때문에, 각 기술 개발에 재까지 투입

된 연구비를 기  투자액으로, 2013년 체 

로젝트과 완료될 시 까지의 기술이 료를 

순이익으로 산정하여 산출하 다. 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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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A 기술 B 기술 C 기술 D 기술 E 기술 F 기술 G

투자액 675,691 1,765,345 14,064,800 3,183,058 2,400,000 650,000 5,902,164

순이익 4,200,000 6,200,000 2,125,000 62,300,000 4,000,000 3,800,000 7,075,000

재가치 3,248,211 4,434,655 -11,939,800 59,116,942 1,600,000 3,150,000 1,172,836

할인율 0.085 　 　 　 　 　 　

<표 7> 각 기술별 투자액, 순이익,  흐름 재가치 

가치로 환산하기 해 필요한 할인율은 일반

으로 주거래은행의 출이율을 사용하지

만, NPV가 투자타당성 검증을 해 사용되

므로 이보다 더 높은 리를 용하는 것이 

투자 험을 더욱 나타낼 수 있으므로, 8.5%

를 용하 다. 각 기술 별 흐름 재가

치는 다음 <표 7>과 같다.

재까지의 연구과제에 투입된 연구비의 

총액이 <표 6>에 나타나 있으므로 이를 

기 투자 비용을 한 수치로 활용한다. 만기

까지의 기간(T)은 과제의 최종 완료 기간이 

2013년 12월 31일이므로, 2013년을 만기로 

하여 산출하기로 한다. 무 험 이자율은 앞

에서 밝힌 바와 같이 2008년 3월 재, CD 

91일물 자료를 사용하기로 하 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에 따르면, 2008년 3월 CD 91일물

의 리는 5.25%이다.

투자가치를 평가하기 해 블랙- 즈 모

형을 활용함에 있어 가장 요한 요소는 변

동성에 한 정확한 측정이다. 이를 해, 몬

테카를로 시뮬 이션을 활용하 다. 변동성

은 추정은 일반 으로 역사  변동성, 자연

수 할인흐름 수익률 변동성, 몬테카를

로 시뮬 이션 변동성, 시장 용치 등이 있

다(Mun, 2002). 본 연구에서는 자연 수 

할인흐름 수익률 변동성과 몬테카를로 시

뮬 이션 변동성을 병행해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부터 2013년 까지 6년 간 

연도별 상 기술이 액을 실제 개발을 담당

하고 있는 문가들로부터 직  인터뷰 방식

으로 획득하 다. 기본변동성의 경우, 기술개

발인력  지식 인 라, 유사 기술과의 경쟁, 

기술 표 , 권리/이익 생 가능성 등의 4개 

항목에 한 가 치와 수를 바탕으로 산출

했으며, 각 연구 에서 제시한 인지  변동

성도 획득하 다. 1000개의 난수를 활용하여 

시뮬 이션을 실행한 결과 각 의 자료분포

도는 <그림 2> (a)에서 (g)까지이며, 통계요

약치는 <표 7>과 같다. 각 그림의 X축은 시

뮬 이션 실행횟수이며, Y축은 변동성을 나

타낸 것이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동성은 

자연 수 상 수익률의 표 편차 을 결과

변수로 두고 변동성에 비치는 변수  불확

실성이 높은 주요 변수인 연도별 상 기술

이 료, 할인율 등을 사 변수로 선택하 다. 

그리고 사 변수에 가정된 특정확률분포로 부

터 난수를 추출하여 결과변수인 자연 수 상

수익률의 표 편차를 반복 으로 추정하

다. 본 사례에서 연도별 상이 기술료 확률

분포는 균일분포로 가정하고, 할인률은 정규

본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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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 A (b) 기술 B

(c) 기술 C (d) 기술 D

(e) 기술 E (f) 기술 F

(g) 기술 G

<그림 2> 몬테카를로 변동성 자료 분포



블랙- 즈 모형을 활용한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 타당성 분석 사례 연구  61

기술 A 기술 B 기술 C 기술 D 기술 E 기술 F 기술 G

기본변동성 27.7 47.5 31.4 24.3 47.1 40 16.5

최종변동성 13.26 7.11 10.39 15.69 7.80 4.51 12.18 

앙값 12.29 6.93 10.23 13.44 5.30 3.23 10.34 

표  편차 7.39 4.86 5.67 8.71 7.95 5.87 9.56 

왜도 2.92 3.08 2.06 4.35 4.23 5.62 3.65 

신뢰 수

(95.0%)
0.46 0.30 0.35 0.54 0.49 0.36 0.59 

상한 25% 22.17 10.19 14.41 23.05 12.06 8.06 21.33 

하한 25% 6.00 5.13 7.73 11.47 5.71 2.71 7.40 

<표 8> 몬테카를로 변동성 요약통계

기술 A 기술 B 기술 C 기술 D 기술 E 기술 F 기술 G

흐름 재가치(S, 천원) 3,248,211 4,434,655 -11,939,800 59,116,942 1,600,000 3,150,000 1,172,836

총투자액(K, 천원) 675,691 1,765,345 14,064,800 3,183,058 2,400,000 650,000 5,902,164

만기까지의 기간(T, 년) 5.5 5.5 5.5 5.5 5.5 5.5 5.5

무 험이자율(R, %) 5.25 5.25 5.25 5.25 5.25 5.25 5.25

변동성(σ, %) 13.3 7.1 10.4 15.7 7.8 4.5 12.2

<표 9> 기술 가치 산출을 한 최종 변수

기술 A 기술 B 기술 C 기술 D 기술 E 기술 F 기술 G

콜옵션 가격 2,741,984 2,669,310 N/A 55,933,884 -91,096 2,500,000 -1 

<표 10> 각 기술별 콜옵션 가격

몬테카를로 변동성 자료분포에서 각 기술

들의 평균 *σ̂ 은 약 4.51～15.69%로 구해졌

고, 왜도값은 2.06～5.62로 상 으로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몬테카를로 변동성 자료분

포에서 하한 25%은 약 2.71～11.47%, 상한 

25%는 약 8.06～23.05%로 구해졌다. 

이를 토 로 기술 가치 산출을 한 최종 

변수는 다음 <표 9>과 같이 산출되었다.

4.2.2 기술별 콜옵션 가격 산출

4.2.1에서 산출한 최종 변수 값들을 토

로, 콜옵션 가격을 산출하 다. 식 (2)를 바

탕으로 산출한 기술별 콜옵션 가격은 다음 

<표 10>와 같다.

식 (2)에 따라 산출한 기술별 콜옵션 가격

을 보면, 기술 D의 가격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기술 E의 경우가 가장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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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성
개발 완료 기술 재 개발 인 기술

유사기술 1 유사기술 2 유사기술 3 유사기술 1 유사기술 2 유사기술 3

기술 A 13.3 20 40 17 90 90 N/A

기술 B 7.1 16 14 28 50 30 16

기술 C 10.4 70 50 N/A 65 55 50

기술 D 15.7 23 22 N/A 46.4 44.6 38.2

기술 E 7.8 40 40 N/A 40 N/A N/A

기술 F 4.5 50 30 30 40 50 70

기술 G 12.2 15 30 N/A 50 N/A N/A

<표 11> 각 기술별 유사기술 변동성(%)

기술 A 기술 B 기술 C 기술 D 기술 E 기술 F 기술 G

기본변동성 27.7 47.5 31.4 24.3 47.1 40.0 16.5

최종변동성 13.3 7.1 10.4 15.7 7.8 4.5 12.2

인지 변동성 63.3 32.0 75.0 52.2 50.0 50.0 30.0

<표 12> 기본, 최종, 인지  변동성의 비교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체 기술을 하

나로 보유하고 있는 연구 과제의 경우, 연구

비 투입의 효과성을 고려해서 어떤 연구 개

발에 더 무게를 둘 것이며, 어느 정도의 연구

비를 투입할 것인지에 한 지표로 삼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술 C의 경우, 재 

투자된 연구 개발비 비 기술 상 이 료의 

액이 히 게 나타나는 이유로, 기술의 

흐름 재 가치가 음의 값으로 나타나 최

종 인 콜옵션 가격 산정이 불가능했다.

4.3 사례 분석 결과

4.3.1 유사기술과의 비교

본 연구의 사례에서는 유사기술과의 비교

를 해 변동성 비교를 수행하 다. 재 개

발 기술과의 유사하며, 재 개발 이거나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된 기술들의 변동성에 

한 작성을 요청한 결과, 각 기술별로 평균 

2.4개의 개발 완료 유사 기술과 평균 2.3개의 

개발 인 유사 기술에 해 기술하 으며, 

각 기술에 한 변동성을 작성하 다. 각 기

술 별 유사기술의 변동성은 다음 <표 11>과 

같이 조사되었다. 

4.3.2 기본변동성과의 비교

4.2.1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본변동성의 

경우 기술개발인력  지식 인 라, 유사 기

술과의 경쟁, 기술 표 , 권리/이익 생 가

능성 등의 4개 항목에 한 가 치와 수를 

바탕으로 산출했다. 한 각 연구 에서 제

시한 인지  변동성도 획득하 다. 기본변동

성과 최종변동성, 그리고 연구 의 인지  

변동성을 비교하여 <표 1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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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콜옵션 가격, 변동성에 따른 기술 

개발 우선순  표시

<그림 3> 기본, 최종, 인지  변동성의 비교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반 으

로 최종변동성은 인지  변동성이나 기본 변

동성에 비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있

다. 이것은 기술 개발자들이 스스로의 기술

에 해 시장 내에서 어떤 치를 차지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할지에 한 정확

한 이해가 없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향후 기술 개발자들에게 기

술 개발 후 시장에서의 역할에 해 숙지할 

필요성이 제기된다고 하겠다.

4.3.3 기술 개발 여부 결정

기술개발 여부는 동일 과제 내 기술들의 

가치 우선 순 에 따른 방법과 유사 기술과

의 비교를 통한 방법의 두 가지를 활용할 수 

있다. 

먼  동일 과제 내 기술들의 가치 우선 순

에 따른 방법은 콜옵션의 가격과 변동성을 

고려해 산출한다. 

<그림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X축을 변

동성의 역수에 100을 곱한 값으로, Y축을 콜

옵션 가격의 크기로 설정하 다. 오른쪽과 

쪽로 갈수록 기술투자 타당성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고 있으며, 왼쪽과 아래쪽으로 갈

수록 기술투자 타당성이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콜옵션 가격 크기에 따른 개발 우선순 는 

기술 D가 가장 높고, 기술 C가 가장 낮은 것

으로 나타났으며, 변동성에 따라서는 기술 F

의 우선 순 가 가장 높으며, 기술 D의 우선 

순 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두 가지 기 을 함께 볼 경우, 기술 B의 경

우가 가장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두 가지의 기 이 복합 으로 작용할 

경우, 개별 기 에 의한 기술 투자 타당성과

는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 다. 따

라서, 체 과제의 특성과 목 에 따라, 콜옵

션 가격에 따른 우선순 를 따르거나, 변동

성에 의한 우선순 를 따르거나 혹은 각각의 

수에 가 치를 부여해 두 가지 기 을 동

시에 용하여 최종 우선 순 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결정하면 된다.

 다른 방법으로, 유사기술과의 비교를 통

한 우선 순  결정 방식은 유사 기술에 한 

실제 인 가치 액을 산정하는 것에 어려움

이 있으므로 개발 완료된 기술의 변동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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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술 A (b) 기술 B

(c) 기술 C (d) 기술 D

(e) 기술 E (f) 기술 F

(g) 기술 G

<그림 5> 각 기술과 유사 기술들 간의 변동성 차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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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완료

기술 비

타당성

재 개발 인

기술 비

타당성

설   명

기술 

A, D, G
상 상

개발 완료 기술과 비한 변동성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나 

재의 표 이나 개발 인 라 등의 상황이 안정 임을 보

여 다. 한 재 개발 인 유사 기술들에 비해 신성

이 히 강조되고 있기 문에 기술 투자 타당성이 높

은 것으로 단할 수 있다.

기술 B 상

개발 완료 기술과의 유사성은 높으나 재 개발 인 유

사 기술들에 비해 신성 등이 큰 차이를 보이지 못하기 

때문에 신성에 한 재고가 기술 투자 타당성 여부에 

향을 미칠 것으로 볼 수 있다.

기술 C 하 상

개발 완료 기술과 비하여 변동성이 높게 나타나 시장에

서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단될 수 있으나 여타 

개발 완료 기술과의 기술특성-표  수 여부, 기술 인

라 활용 여부 등-에서의 차이를 보이는 은 오히려 기술 

개발 타당성을 해하는 요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기술 E, F

개발 완료 기술과 비하여 변동성의 유사성은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황이 비교  안정 이라 단

할 수 있으나, 재 개발 인 기술들에 비해서도 유사 기

술들과의 변동성이 각각 상의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정확한 유사 기술에 한 이해가 필요하거나 복합 인 기

술의 형태를 취하는 것으로 악되므로 각각의 세부 기술

에 한 재평가가 요구될 수도 있다.

<표 13> 유사 기술 비 각 기술별 개발 타당성

재 개발 인 유사 기술과의 변동성을 토 로 

우선순 를 결정한다.

유사 기술과의 비교 결과는 개발자들의 유

사 기술들에 한 이해와 기술 개발의 방향

성 등을 악하는데 도움을 다. 유사 기술

과의 변동성이 비슷할 경우, 타기술 비 

신성은 떨어지지만 시장성이나 표 수성 

등은 상 으로 높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그와 달리 유사기술에 비해 변동성이 히 

낮은 경우는 시장성은 높지만 신성이 낮은 

것으로 단해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변동

성이 히 높은 경우는 신성은 높지만 

시장성이 높지 않아 기술 개발 시 성공 가능

성이 낮을 수 있는 험이 크다고 볼 수 있

다. <그림 5>의 (a)～(g)는 각 기술과 유사 

기술들 간의 변동성 차이를 나타낸 그림이

다. <그림 5>의 (a)～(g)에서 보면 기술 A, 

B, D, G의 경우, 개발 완료 유사 기술과의 

변동성이 유사한 것으로 단하고 있으며, 

기술 C, E, F 보다는 변동성이 낮아 개발 후 

해당 기술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가능성이 

크다고 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 이

미 개발이 완료된 기술들과 변동성이 유사하

다고 단하는 것은 그만큼 기술의 경제  

성공 가능성을 개발자 스스로가 낙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개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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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과 변동성이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것은 

지  재 기술 개발 이 개발하고 있는 기

술의 개발 시 이 다른 유사 기술 개발 의 

시  보다 많이 뒤떨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단해 볼 수 있는 기 이 될 수 있다. 한편, 

재 개발 인 유사 기술들과의 변동성 비

교는 기술 B, D의 경우, 변동성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A, C, E, F, G의 경우 변동성이 

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변동성이 

유사한 경우는 지  재 기술 개발 이 기

술을 개발 완료를 목표로 하는 시 을 좀 더 

앞당겨 시장 내에서 우월한 치를 차지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한 변동성

이 낮은 경우는 재 개발 이 유사 기술들

에 비해 기술의 신성이 떨어지고 있지는 

않은지 재고해 볼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 주

고 있다. 

최종 으로 변동성을 기반으로 한 유사 기

술 비 개발 타당성에 한 평가는 제 4.3.1

의 <표 10>과 <그림 5> (a)～(g)에 근거

하여 <표 13>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변동

성은 기술 개발 인력  인 라, 유사 기술과

의 경쟁, 기술 표 , 권리/이익 생 가능성

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련된 의

미로 해석하는 것이 요구된다.

5. 결  론

지 까지 블랙- 즈 모형을 활용하여 유

비쿼터스 기술 투자 타당성  우선 순 를 

분석하기 한 방법론과 재 진행 인 유

비쿼터스 기술 련 과제의 실제 기술들에 

한 용을 실시하 다. 유비쿼터스 기술 

가치에 한 평가 방법론을 기술 개발 투자

와 연계하여 용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나

타났으며, 실제 인 타당성 분석 측면에서도 

변동성과 콜옵션 가격을 통한 복합 인 고려

가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공헌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유비쿼터스 기술의 개발과 

련한 경제  투자 타당성 분석을 한 틀을 

마련했다는 이다. 이제까지 유비쿼터스 기

술을 개발함에 해 투자 타당성 분석에 

한 연구는 거의 없었으며, 이러한 이유로 실

제 인 기술 개발 연구과제 운 이나 기술 

개발 투자에 한 기 을 마련하지 못한 채 

진행되어 왔던 상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

로 기 할 수 있다. 보다 정확한 유비쿼터스 

기술 개발 평가를 해서는 블랙- 즈 모형

의 가능성과 더불어 평가를 한 실제 항목

들에 유비쿼터스 기술  요소를 반 할 수 

있는 것들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는 실제 사례 분석을 실시함으

로써 기술 개발 투자에 한 실질 인 자문

을 수행했다는 이다. 재 실제로 진행되

고 있는 기술 과제에 해 향후 기술 투자 

여부를 단할 수 있는 경제  투자 타당성

을 분석하여 결과를 제공함으로써 투자의 방

향성을 제시해  수 있었다는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크게 두 가지의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기 한 향후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첫째, 변동성

을 구하기 한 변수들에 해 민감도 분석

을 실시하지 않았다는 이다. 블랙- 즈 옵

션가의 각종 Greek값 산출을 산출하는 민감

도 분석은 이를 통하여 산출된 기술가치가 

주요 라미터의 추정치에 어느 정도로 민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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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의존하는가를 평가하고 이로부터 산출

된 기술가치의 내  신뢰도 단하는 기 이

다. 따라서, 기술가치의 흐름 가 추정

치에 한 민감도나 기술가치의 변동성 추정

치에 한 민감도 분석이 향후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 째는 기존 유사 기술에 한 

자료 획득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다 정확한 

분석의 어려움이다. 유사 기술에 한 정확

한 기술이 료나 매출액에 한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상황을 단하여 추정치

를 사용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자료들을 보자 세 하고 폭넓게 수집하여 정

교한 분석을 수행하는 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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