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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대 이전부터 북미･유럽의 선진국을 중심으로 특정 기업이나 사업(프로젝트)에 관한 가치를 평가하는 
사례는 있어 왔으나, 개별 기술(특허)의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는 체계나 방법론은 국내를 중심으로 최근 들어 
활성화되어 왔다. 이러한 기술가치평가 분야는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사업타당성 분석, 투자유치, 세무/소
송 등의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고 있다. 물론 기술보증기금의 KTRS, 발명진흥회의 SMART 3.1과 같이, 평가대
상기술에 대한 기술력(등급) 평가 혹은 특허등급평가를 정성적으로 수행하는 온라인 시스템은 존재해 왔으나, 
대상기술의 정량적인 가치금액까지 산출해 주는 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
원(KISTI)에 의해 유일하게 개발 및 공식 오픈되어 확산･활용되고 있다. 

본 고에서는 KISTI에서 개발･운영중인 웹기반 ‘STAR-Value’ 시스템을 중심으로, 탑재된 방법론 및 평가모델
의 유형, 이를 지원하는 참조정보 및 데이터베이스(D/B)가 어떻게 연계･활용되는지를 소개한다. 특히 미래에 발
생할 경제적 수익을 추정하여 현재가치화하는 소득접근법 기반의 대표 모델인 현금흐름할인(DCF) 모델과 특정 
로열티율을 기반으로 로열티수입료의 현재가치를 기술료 대가로 산정하는 로열티절감모델을 포함한 6개 모델, 
그리고 관련 지원정보(기술수명, 기업(업종)재무정보,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등)의 데이터 기반 연계 방식에 대
해 살펴본다. 

STAR-Value 시스템은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국제특허분류(IPC) 혹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의 분류 정
보로부터 기술순환주기(TCT) 지수, 유사업종(혹은 유사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및 수익성 데이터, 업종별 가중평
균자본비용(WACC) 및 산업기술요소 지수 등 메타데이터값을 자동적으로 불러오고 여기에 조정요인을 반영하
여 기술가치의 산출결과가 높은 신뢰성 및 객관성을 가지도록 한다. 나아가 대상기술의 잠재적 시장규모와 해
당 사업화주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보까지 보유 재무데이터 기반으로 참조값을 제시하거나 기존에 완료된 
평가사례 축적 기반으로 업종별 유사 기술의 가치범위값을 제시해 준다면, 본 시스템이 보다 지능형으로 지원
모듈을 연계 활용하고 실시간으로 손쉽게 고(高)정확도의 기술가치범위를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고에서는 웹기반 STAR-Value 시스템이 참조데이터 기반으로 지능형 연계를 수행하도록 해주는 모형선택 
가이드라인 지원기능, 기술가치범위 추론 지원기능, 유사기업 선정 기반의 시장점유율 산정 지원기능의 내부 
로직 구성을 설명한다. 상기 지원기능을 통해 비전문가(또는 초보자) 수준에서 최적의 평가모형 선택, 기술가치
범위 추론, 유사기업 선택 및 시장점유율 산정에 대한 정보지원이 데이터 사이언스 및 기계학습 기반으로 수행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기술가치평가 분야의 이론적 타당성을 평가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평가모델 및 지원정
보를 실제 탑재한 웹기반 시스템의 소개에 의미가 있으며, 추가적으로 보다 객관적이고 손쉬운 지능형 지원시
스템의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앞으로 기술사업화의 제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제어 : STAR-Value 시스템, 기술가치평가, 지능형 지원시스템, 기술가치평가 모형선택 가이드라인, 기술가치 
결과 범위추론, 시장규모, 매출액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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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기술보유기업이나 사업화주체는 기업경쟁력 

및 수익창출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기업 내외부적으로 우수 기술을 자체개발하거나 

아웃소싱하기도 한다. 기술혁신 및 관리 측면에

서 이러한 기술이 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

성을 제공하는 하나의 지표(indicator)로 기술가

치평가 결과를 활용하기도 한다.
최근들어 기술이전(거래), 현물출자, R&D/사

업화자금 유치 등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을 위해, 
기술 보유자 혹은 사업화 성과확산 담당자가 기

술의 경제적 가치를 빠르고 손쉽게 평가할 수 있

는 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 평가체계에 대한 니

즈가 급격히 증대되었다. 현재까지도 기술의 공

급자와 수요자 사이의 협상 결과가 기술이전･거
래의 기준가격이 되어 왔으며, 이를 통해 정해진 

최종가격이 기술의 적정 시장가치에 근거하는지

를 판단할 실질적인 기술가치평가 지원툴이 없

었다. 이에 지난 10여년에 걸쳐 한국과학기술정

보연구원(KIST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이 연구개발한 STAR1)

-Value 시스템을 통해, 대상기술의 경제적 가치

를 웹기반으로 손쉽게 산출할 수 있게 되었고, 
보유 데이터를 지능적으로 연계 활용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물론 기술가치평가의 목적, 평가시점, 사업화 

주체의 보유역량(생산, 자금, 연구개발인력 등)
에 따라 기술가치는 상이한 결과를 가져온다. 또
한 평가의 특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론(수익

접근법, 시장접근법, 비용접근법 등) 중 선택 적

용할 수 있으며, 방대한 참조정보(기술수명, 재
무데이터, 할인율, 기술요소, 로열티율 등)를 연

계 활용하여, 가치결과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본 고에서 제시하는 STAR-Value 시스템의 궁

극적인 목표는 기존 심층 기술가치평가서2)가 지

니는 한계점(고비용･장기간 소요)을 극복하여, 
대상기술의 합리적인 시장가치를 손쉽고 빠른 

시간에 제공하고 R&D의 잠재적인 경제적 효과

를 극대화하는 것이며, 나아가 기술/시장/사업 

환경적 요인에 따라 평가모형을 자동적으로 선

택 해주거나 유사기술을 보유한 잠재 사업화주

체 대상기업 및 (향후 기술적용 제품시장의) 매
출액을 추정해주는 지능형 모듈을 최종 탑재하

여 시스템 사용자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사업화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기술가치평가의 방법론에 관한 연구는 2000년

대 이후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수익접근법, 시장

접근법, 비용접근법 기반의 평가모델이 연구되

었고, 가치평가 결과추산을 위한 핵심변수(기술

수명, 현금흐름추정, 할인율, 기술기여도(혹은 로

열티율))의 적용방법에 대해서도 여러 문헌에서 

연구되었으나, 이들을 탑재한 웹기반 평가시스

템은 거의 없었으며, 일부 사업성 평가시스템의 

지능화 수준도 초기 단계에 불과했다. 
특허의 상대적 우위성을 등급으로 제시해주는 

온라인평가지원툴로는 발명진흥회의 SMART 
(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3.1이 있다. SMART 3.1이 특허(기
술)명의 최소입력만으로 상대적인 등급평가결과

를 제시해주는 것과 달리, 본 고에서 제시하는 

STAR-Value 시스템은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

1) STAR :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Analysis for R&d decision making
2) 심층 기술가치평가서 : KISTI, 기술보증기금, 발명진흥회 등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기

술평가 전문기관에 의해 평가되며, 대략 2∼3개월에 수백∼수천 만원의 평가비용이 소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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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존해야 하는 어려움이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TAR-Value 시스템은 입력 

매개변수의 주관적인 의사결정 부분을 최대한으

로 줄이고,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최소 입력정보

만으로 시스템이 보유한 DB상의 메타데이터를 

일정한 내부로직을 통해 자동적으로 읽어오는 

지능형 연계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기술가치평가 

방법론과 웹기반 평가시스템에 관한 선행연구를 

제2장에서 살펴보며, 제3장에서는 STAR-Value 
시스템의 구성 모델과 모델별 평가프로세스에 

대해 설명한다. 제4장에서는 시스템 지원정보 모

듈의 지능형 연계 활용방법을 살펴보고, 제5장에

서는 향후 지능형 지원시스템에 대한 연구방향

과 요약 및 시사점을 정리한다. 

2. 선행연구 분석

2.1 기술가치평가 방법론 관련 연구

기술가치평가 실무에서는 완벽한 거래협상에 

기반하여 성사된 거래를 전제로 하므로, 자본 시

장에서의 경제적(혹은 시장) 조건이 상호 작용하

는 시장 가치(market value)를 고려해야 한다.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주요 방법론

에는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비용접근법이 

있으며(Heo, 2000), 2000년대 초반에 기술의 미

래 유용성을 재현하고 미래 수익으로 가정하는 

비용을 추정하는 것을 개념적으로 기반으로 하

는 비용접근법이 사용되었다(Smith and Parr, 
2000). 다른 한편으로는 이미 활성화된 시장에서 

거래된 유사한 기술의 시장 가격을 산정하고 이

를 목표 기술의 미래 수익에 적용하는 시장접근

법이 제시되었으며(Reilly and Schweihs, 1998), 
비슷한 시기에 기술의 기대 가치가 기술이 수익

에 포함될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함으로써 기대

되는 판매 수익으로부터 얻은 미래 현금흐름

(cash flow)의 현재 가치의 합으로부터 얻어지는 

수익접근법을 제안하였다(Boer, 1999). 
  국제적으로는 거래사례비교법이나 로열티공

제법과 같은 시장접근법이 우선적으로 권장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비교가능한 사례데이터가 

체계적으로 갖춰지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대

상기술이 미래에 창출할 경제적 수익에 기반한 

수익접근법이 더많이 활용되고 있다(Park et al., 
2012). 

최근에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국내 

1,600여건의 기술거래사례 데이터를 확보하여 

정액기술료와 경상기술료 DB를 구축함으로써, 
효율성, 완전성, 비교가능성 기반의 활성거래시

장 정보를 사용하는 시장접근법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으며(Kang et al., 2015), R&D과제 투입비

용정보를 제공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

스(NTIS3))로부터 유사 기술을 개발하는데 투입

된 비용의 (현재 시점의) 보정원가를 산출하는 

하이브리드 기법(시장접근법+비용접근법)을 소

개하기도 하였다(Lim et al., 2015).
이후에도 기술사업화 단계별 기술가치평가 적

용기법에 대한 고찰과 특정 기술분야나 특허가

치 결정 요인에 대한 실증연구 등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초기 개발단계에 있는 기술에 대해 비용

접근법(하한 기술가치)을 적용하거나, 제품출시 

직전의 기술에 대해 유사 거래사례 기반의 시장

접근법 혹은 전문가의 주관적인 판단이 개입된 

3) NTIS : National science & Technology Information Ser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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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접근법(상한 기술가치)을 적용할 수 있으며

(Park and Lee, 2012), 농식품 분야 기술가치 결정 

영향요인 분석과 미래 불확실성 기반의 몬테카

를로 시뮬레이션 분포를 추정하기도 하였다(Kim 
et al., 2016). 

또한 특허가치를 결정하는 요인을 찾아내고 

기술거래금액과의 연관성을 실증 분석하거나

(Reinhard et al., 2007; Sung, et al. 2016), 실물옵

션법 기반의 기술가치 산정이나 이익변동성의 

분포에 따른 기술가치 추이분석을 하기도 하였

다(Heo, 2000; Park, 2010; Kim et al., 2013). 한편

으로 기술가치평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핵심변수에 관한 연구도 다양한 관점에서 수행

되었는데, 기술수명 추정에 관련하여 잔존 인용

특허수명 개념을 새롭게 제시하였고(Jun et al., 
2012), 기술혁신 제품의 기대수명에 기반한 수요

예측을 수행하거나 유추법(analogy)에 기반하여 

검색트래픽 기반으로 수요를 예측하는 등 다방

면에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Jun, 2011; Jun 
et al., 2016). 

2.2 웹기반 가치평가시스템 관련 연구

국내외에서 온라인으로 기업의 신용이나 사업

의 경제성을 평가하는 웹 평가시스템은 일부 존

재해 왔다. 우선 대상기업의 재무 및 비재무 정

보에 기반하여 통계적 방법과 인공지능 기술(인
공신경망, 유전자 알고리즘)을 활용한 기업 신용

평가 시스템 구축을 위한 모형이 개발되었으며

(Shin, 2000), 보유기술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순현

재가치(NPV4)) 계산과 기술경쟁지수(TCI5))에 기

반하여 정성평가를 동시에 수행하는 기술가치평

가 모듈 개념도가 제시되었다(Yoon, 2001). 
한편 시스템 상에서 직접 재무정보를 입력하

여 기술가치를 산출하게 하는 초기버전의 평가

모형(현금흐름할인법, 실물옵션법 기반)이 개발

된 시도가 있었고(Hong et al., 2002; Baek et al., 
2003), 이러한 기술가치평가 시스템 및 평가모형

의 실무 적용상의 한계점을 지적하고 극복방안

을 제시하기도 하였다(Yang and Min, 2007). 
상기에서 조사된 바와 같이, 실용적인 기술가

치평가 소프트웨어 도구에 대한 개발 및 연구는 

일부 극소수에 불과했던 것이 사실이다(Yang, 
2000).

다만, 특허정보원의 경우, 평가대상특허의 대

표적인 자동평가시스템인 '한국특허평가 및 등

급산정 툴6)(K-PEG)'의 구조를 자체개발하고 도

입하였으나,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 기반의 

특허의 상대적 순위를 제공하는 정성적 분석만

을 제공하였는데(Kwon et al., 2013). 이는 R&D 
기획, 과학기술 예측 등의 특정 목적에 효율적으

로 사용할 수 있었다.
또한 Ocean Tomo(日), IPB(獨) 등과 같은 다양

한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체가 웹 기반 평가를 

위한 경쟁력 있는 온라인 소프트웨어 시스템을 

출시하기도 하였는데, Ocean Tomo의 

PatentRatings는 신뢰도 높은 특허 등급 및 관련

성을 제공하지만 제한된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 

일부 데이터 마이닝 소프트웨어와만 연동되는 

특징이 있다(Crowsey et al., 2007; Tseng et al,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Ocean Tomo의 

PatentRatings는 시장에서 인지도를 높였으며, 특

4) NPV : Net Present Value 
5) TCI : Technological Competitiveness Index
6) K-PEG : Korea-Patent Evaluation & Gra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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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품질 측정기준과 경쟁력 있는 포트폴리오 평

가를 단일 플랫폼에서 결합해서 보여주는 탁월

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기술가치평가 STAR- 

Value 시스템은 KTRS7)(기술보증기금), \K-PEG
(한국특허정보원), SMART-3.1(한국발명진흥회) 
등이 제공하는 기존 등급평가결과가 아닌 정량

적 가치금액을 제시하는데 개발 주안점을 두었

으며, 기술수명(TCT: Technology Cycle Time), 특
허정보, 기업(또는 표준) 재무정보, 할인율, 기술

이전거래 사례 등과 같은 평가자의 주관적 판단

요소를 최소화하는 지능형 연계 모듈로부터 가

치평가 기준값의 객관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한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기술보

증기금, 발명진흥회, 농업기술실용화재단, 국방

기술품질원, 보건산업진흥원 등에서 오프라인으

로 제공하는 심층 기술가치평가를 제공하는 서

비스는 비교적 오랜 기간(2∼3 개월) 및 높은 비

용 때문에 기술보유자나 사업화 성과확산 부서

에서 실질적으로 평가의뢰하기에 부담스러운 측

면이 있었다. 
이에 낮은 비용으로 가치평가 비전문가 수준

에서도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시간 가치평가 

플랫폼에 대한 니즈로부터 STAR-Value 시스템

이 개발되었으며, 다년간에 걸쳐 정교화되고 국

내 45개 기관(출연연/대학/기업)에 기술이전 및 

확산되었다.
실제 문헌조사에 의하면, 기술가치를 분석하

기 위한 웹기반 시스템의 수가 많지 않은 실정이

며, 평가모델의 완성도 및 활용성 면에서 제한적

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PatentsRatings(日)
와 SMART-3.1(韓)은 정량적 평가 지수의 배수를 

사용하여 IP 관리 특허의 상대적 순위를 표시한

다. InnovationQ(IP.com; 美), TVS(Tiger Scientific; 
美) 및 NTB(KIAT; 韓)는 별도의 지원정보 연계

없이 단순화된 현금할인흐름(DCF: discounted 
cash flow) 모델을 주로 제공하지만 실제 거래사

례 데이터와 같은 참조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 
이러한 모델들은 사업화주체나 관련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특성요인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STAR-Value 시스템은 다양한 기술, 시

장 및 사업적 상황에서 특정 제약 조건을 효과적

으로 반영하여 객관성 높은 평가체계를 제공하

고, 최종적으로 제시하는 가치평가결과에 대해 

최적(optimal) 또는 준최적(semi-optimal) 실현가

능성을 추구하도록 하고 있다. 

3. 연구 방법

3.1 연구 내용

다음 절에서 설명되는 STAR-Value 시스템의 

평가모델 및 지원정보 설명에 앞서, 본 연구에서 

강조하는 시스템 지원정보의 지능형 연계･활용 

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질문을 고려

할 필요가 있다. 

Q1. STAR-Value 시스템의 다양한 모델 중 어떤 

평가모델을 선택할 것인가? 즉, 대상기술 적

용제품의 사업화 활용용도, 비즈니스 모델 

혹은 기술개발 단계에 따른 모형선택 가이

드라인을 적응형으로 제시 가능한가? 
Q2. STAR-Value 시스템 상에서 최소 개의 변수

입력을 통해 대략적인 기술가치범위를 1차

7) KTRS : KIBO Technology Rat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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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도출하고 추가 변수입력에 대해 가

치범위를 한정해주는 추정로직이 개발될 수 

있는가? 
Q3. STAR-Value 시스템 상에서 대상기술 적용

제품의 (예상)매출액 추정을 위해, 기업재무

데이터 기반으로 유사기업을 선정하고 (예
상)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 예측을 수행하

는 지능형 산출로직이 존재하는가?

기술/시장/기업/통계정보 기반의 메타데이터 

구축을 통해, 기술가치평가에 자동으로 값을 불

러오는 매핑룰(mapping rule) 연구는 있어 왔다

(Kang, Lee & Yoon, 2007). 그럼에도 불구하고 

STAR-Value 시스템은 평가모델의 다양화와 지

원정보 DB 및 평가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평
가자는 여전히 시스템 활용이 어렵다고 느낀다. 

아울러 평가대상기술로부터 국제특허코드

(IPC: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나 한국표

준산업분류(KSIC: 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등 최소 정보입력으로 기술수명, 
시장규모 및 매출액 추정, 할인율, 산업기술요소 

지수를 자동적으로 제시해주고, 최적의 평가모

델에 연계하여 대략적인 기술가치범위를 제시해

주는 지능형 지원 시스템을 최종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연구목적이 된다. 

3.2 기술가치평가의 주요 접근법

본 절에서는 STAR-Value 시스템에 탑재된 기

본 접근법과 평가프로세스를 소개한다. 기술이

나 특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으

로 수익접근법, 시장접근법 및 비용 접근법이 있

으며, <Table 1>과 같이 각 접근법 별로 다양한 

평가기법이 제시되어 있다.

Market Approach Income Approach Cost Approach

･Transactions
･Auctions
･Relief-from-
Royalty

･Discounted Cash 
Flow

･Multi-Period 
Excess Earning

･Incremental 
Income

･Residual Income
･Real Options
･Relief-from-
Royalty

･Historical Cost 
Trends

･Reproduction
･Replacement
･Relief-from-
Royalty

<Table 1> Types of Technology Valuation 
Methods

실제로 전문가들이 적용하는 평가기법은 평가

용도, 기술분류, 평가상황, 비즈니스 모델 등에 

따라 선택 적용될 수 있으며, 평가 순간에 동일

하거나 유사한 기술의 이전(거래)가격을 관찰할 

수 있다면 시장접근 방식에 우선 순위를 둘 수 

있으며, 국제적인 규범에서는 2가지 이상의 방법

론을 적용하여 기술가치에 대한 결론을 내리도

록 권고하고 있다.

<Figure 1> Typical Process of Technology 
Valuation embedded in STAR-Valu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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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소득)접근법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주기 

동안 대상기술 적용 제품이 미래에 가져올 수익 

기반으로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산출하는 방식이

다. 수익접근법은 <Figure 1>에서와 같이 1) 대상

기술군이 속하는 국제특허분류(IPC)기반으로 산

출된 기술수명(TCT), 2) 추정매출액 기반의 현금

흐름, 3) 가중평균자본비용 및 사업화단계/사업

화주체 규모 등의 리스크를 고려한 할인율, 그리

고 4) 매출발생에 소요된 기술자산의 기여분 및 

개별기술강도를 반영한 기술기여도, 이상 4가지 

변수를 고려함으로써 산출된다. 
시장접근법은 활성화된 시장에서 동일 혹은 

유사한 기술에 대한 거래사례가 존재할 경우 참

조값(양수도계약 혹은 전용/통상 실시료계약) 기
준으로 비교 분석을 통해 평가된 기술의 상대 가

치를 추정하는 평가 방법이다. 
시장접근법 중 거래사례비교모델이 평가기법

으로 선택되면, 평가대상기술의 속성정보(업종, 
기술공급자/수요자 유형, 계약기간, 계약형태, 산
업재산권 유형, 혁신정도, 사업화단계)를 입력함

으로써 대상기술과 비교가능한 대상과의 유사성

을 판단해야 하며, 둘 사이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면 불일치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비용접근법은 대체의 경제 원리

에 입각하여 동일한 경제 효과로 이어지는 기술

을 개발하거나 원천을 아웃소싱하는데 드는 원

가를 계산함으로써 가치를 추정하는 방법이다. 
비용접근법에 적용하려면 R&D 비용, 진부화 정

도(TCT의 역수 활용), 소비자물가지수(CPI: 
Consumer Price Index)과 같은 부가 정보가 활용

된다.
로열티공제법(Relief-from-Royalty)은 상기 세 

가지 접근법에 모두 해당된다고 해석되는데, 이
는 업종이나 기술, 산업별 로열티율 사례를 대상

기술에 적용하고 있고(시장접근법), 수익예상기

간 동안 미래 발생하게 될 로열티수입료의 현재

가치 기반으로 산출되며(수익접근법), 동시에 해

당 기술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경우 지불해야 할 

비용에 대한 기술료 대가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비용접근법). 
일반적으로 위에서 설명한 다양한 평가기법 

적용시 대상기술의 사업화 주체 및 비즈니스 모

델을 고려하여 관련 입력변수를 자동으로 추출 

및 연계하며, <Figure 1>의 하단 정성평가 요인

과 같이 매개변수의 기준값에 기술성, 권리성, 
시장성, 사업성(역량, 수익성 등)의 체크리스트

를 조정 점수로 반영하여 기술가치 결과값의 진

폭을 조정한다.

3.3 STAR-Value 시스템의 구성 모델

3.3.1 현금흐름할인모델

STAR-Value 시스템에 탑재된 주요 모델 중 하

나인 현금흐름할인(DCF)모델은 기술의 경제적 

수명기간 동안 평가대상기술이 창출할 수 있는 

여유현금흐름(FCF)이 포함되며, 할인율을 반영

한 현재가치로부터 사업가치를 산출한 후 기술

기여도를 곱하여 최종 기술가치를 산출해 낸다.

시스템 상의 평가단계는 아래 <Figure 2>와 같

이 기술개요(Technology Summary)부터 기술기여

이익 산출까지 8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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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tage-by-Stage Overview 
display in STAR-Value system

<Figure 3> Technology Summary display

기술개요 화면은 <Figure 3>와 같이 대상기술

의 보유기관 유형, 평가용도, 대상기술 적용제품

이 해당되는 업종 유형(KSIC), 국제특허분류

(IPC) 및 특허개요, 재무정보 활용기간 및 조건, 
수익창출 유형(신규/기존/원가절감) 등으로 구성

된다.
다음 화면에서 기술적용 제품의 예상시장규모 

및 시장점유율을 입력하게 된다. 이후 손익계산

서 화면을 통해 매출액에서부터 소요된 매출원

가 및 판매관리비를 고려하여 (세전)영업이익을 

산출하고, 법인세 등을 반영하여 세후영업이익

을 산출한다. 

그리고 난후 <Table 2>와 같이 산출된 세후영

업이익으로부터 감가상각비(+), 자본적지출(-), 
운전자본증감(-) 및 투자액회수(+)를 가감하여 

현금흐름(FCF)을 계산한다.

<Table 2> FCF and Technology Value display

전 단계에서 산출된 여유현금흐름에 적용 할

인율을 반영하여 현재가치(present value)를 산정

하고, 이로부터 합산된 사업가치(business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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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기술기여도를 곱하여 최종 기술기여이익을 

산출한다.

3.3.2 실물옵션모델

옵션(options)의 개념은 금융에서 유래하였는

데, 미래의 특정자산을 약정한 가격에 매매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콜옵션(call options)의 만

기가치는 기초자산의 가치(주식의 현재가격)가 

행사가격(미래의 고정 주식가격)보다 크거나 같

을 때만 행사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액을 나타내

며, 반대의 경우는 아무런 행위를 취하지 않으므

로 콜옵션의 가치는 0이 된다.
이러한 논리를 실물옵션(기술가치) 산정에 적

용할 경우, <Figure 4>와 같이 기초자산의 가치

(기대현금흐름의 현재가치)가 행사가격(투자비

용의 현재가치)보다 크거나 같을 때만 행사함으

로써 발생하는 차액이 되며, 반대로 기초자산의 

가치가 행사가격보다 적을 경우에는 실물옵션의 

만기가치를 0으로 간주하고 행위를 취하지 않게 

된다. 즉, 프로젝트 수행시 투자안의 현가가 투

하자본의 현재가치보다 클 때만 기업가치 증분

을 발생시키는 개념이 실물옵션의 근간이 된다.

<Figure 4> Relationship between NPV and 
options value under reasonable investment

이러한 이유로 인해, 동일한 대상기술에 대해 

미래 소요되는 사업화기간 및 비용을 고려할 경

우, 실물옵션모델의 기술가치결과는 현금흐름할

인모델의 그것보다 크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실물옵션모델은 금융옵션 개념을 활

용하여, 미래 수익예상기간 동안 발생하게 될 기

초자산의 가치(즉, 상용화 이후 현금흐름의 현재

가치)와 행사가격(즉, 미래 추가적으로 발생할 

상용화 비용 및 기간)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Black Scholes model을 적용하여 산출할 수 있으

며, 산출예시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Technology Value display from Real 
Options model

 

실물옵션모델은 미래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사

업화 비용 및 기간을 고려하여 평가대상기술이 

속하는 업종의 영업이익률의 변동성(volatility)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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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하게 되는데, 불확실성에 의한 미래 가치(즉, 
미래 수익의 현재가치와 투자비용의 현재가치를 

동시 고려)로부터 기술가치를 산정하게 된다. 

3.3.3 로열티절감모델

로열티절감모델(Royalty Payment Saved)에서

의 로열티율(royalty rates)은 수익접근법에서 사

업가치(business value)에 대해 기여분을 곱하게 

되는 기술기여도(또는 기술요소)로 간주할 수 

있다.

STAR-Value 시스템에는 1,600여건의 기술거

래사례 DB를 보유하고 있으며, 로열티절감모델

의 경우 <Table 4>와 같이 대상기술이 속하는 업

종별/산업별/상관행법 기반의 로열티율을 검색

하여, 미래 발생할 매출추정액에 반영함으로써 

로열티수입료의 합산한 현재가치를 기술가치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Table 4> Royalty rates by industry sector

로열티절감모델 적용시, 평가자는 평가대상기

술이 속하는 업종별 로열티율 통계로부터 기준

값(중앙값 또는 평균값)을 결정하고 최대/최소

(혹은 제1사분위/제3사분위값)을 고려하여 기술

의 특성요인(기술/권리/시장/사업적 속성) 기반

으로 진폭을 조정한 조정 로열티율(adjusted 
royalty rates)을 산출한다. 

<Table 5> Technology Value display from Royalty 
Payment Saved model

상기 <Table 5>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로열

티절감모델은 연도별 추정매출액에 조정 로열티

율을 반영한 로열티수입료의 현재가치분으로부

터 기술가치를 산정하는 방식이다.

3.3.4 이익배분모델

이익배분모델(Value by a Profit Split)은 기술

제공자와 기술도입자가 기술로 인해 창출되는 

증분이익을 상호 공유하는 개념에 입각하며, 평
가대상기술이 속하는 업종이 명확하지 않거나 

해당 기술거래사례 정보가 빈약할 경우, 예상되

는 매출추정액기반으로 세전영업이익을 산출한 

후 상관행법(기술제공자의 몫 25%)이나 Licensing 
Executives Society(LES)에서 제시하는 일반적인 

규칙을 적용하여 기술가치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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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echnology Value display from Value 
By a Profit Split model

STAR-Value 시스템에 탑재된 이익배분모델

은 매출액 기반으로 부과되는 로열티절감모델

과 달리, 기업(업종)재무정보를 활용하여 추정

매출액으로부터 영업이익을 산정한 후 기술제

공대가에 대한 공여분을 상관행법에 기반하여 

‘발명자(inventor)’와 ‘개발자(developer)/제조자

(manufacturer)/판매자(distributor)’의 1:3으로 배

분하는 방식이다.
<Table 6>에서는 세전영업이익(EBIT8))에 상

관행법(25%룰)을 적용한 기술기여대가를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기술가치 산출예시를 보여준다.

3.3.5 거래사례비교모델

STAR-Value 시스템에 탑재된 거래사례비교모

델(Comparable Market Transactions model)은 유

사기술의 실제 시장거래에 근거하여 대상기술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며, 제3자의 입장에서 이뤄

진 공정한 거래(Arm’s length transaction)로 비교 

가능한 자료가 검색가능할 경우 가장 직접적이

고 현실적인 가치추정 방식이다. 

<Figure 5> Valuation Process from 
Comparable Market Transactions model

거래사례비교모델은 <Figure 5>와 같이 대상

기술의 업종(KSIC)과 기술속성정보 입력으로부

터 유사도 함수(Cosine 계수 또는 Euclidean 거
리) 기반으로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거래사

례 리스트 나 상위 5% 거래사례로부터 양수도계

약(정액기술료)이나 통상실시계약(선불금+경상

기술료)을 결정한다. 
<Table 7>은 STAR-Value 시스템상의 유사도

함수 체크결과로부터 평가대상기술의 기술료 산

정시, 가장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양수도계약의 

정액기술료(2011년, 3.76억원)를 기술가치로 산

정하는 예를 보여준다.

<Table 7> Technology Value display from 
Comparable Market Transactions model

8) EBIT: Earnings Before Interest and Ta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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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시장대체원가모델

시장대체원가모델은 대체의 원리에 입각하여, 
대상기술과 유사한 R&D과제에 투입된 연구개

발비 정보 데이터베이스(http://www.ntis.go.kr)를 

활용하여 유사과제 투입원가를 검색하고, 기술개

발기간 이후 진부화율(
 ) 및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여 각 과제정보별로 보정원가(
 )를 가

중평균하여 최종 대체원가로 산정하는 방식이다.

여기서, 물가상승율()은 현재년도에 가장 가

까운 기준년도(연도의 끝값이 ‘5’나 ‘0’으로 끝나

는 해) 대비 소비자물가지수의 변동율로 계산되

며, 진부화율()은 대상기술의 국제특허분류

(IPC)에 따른 TCT값의 역수로 산출된다.
STAR-Value 시스템상에서 NTIS로의 키워드 

검색으로부터 복수 개의 과제정보가 제시될 경

우, 개별과제에 대한 가중치(
 )를 부여하여, 평

균 보정원가를 기술가치로 산정하게 된다.

<Table 8>에서는 시장대체원가모델의 과제정

보검색을 통한 평균 보정원가 산출화면을 보여

주고 있으며, 이는 시장접근법 및 수익접근법 

기반의 모델 평가결과와 달리 투입원가의 평균

치를 제시하므로 평가액 범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Table 8> Technology Value display from Market 
Replacement Cost model

3.4 STAR-Value 시스템의 지원 정보

3.4.1 기술수명(기술순환지수)

STAR-Value 시스템에 탑재된 주요 지원정보 

중의 하나인 기술수명(기술순환지수) DB는 국제

특허코드(IPC)별 인용특허기간에 대한 통계값을 

제시하며, 평가자는 중앙값(또는 평균값)을 기준

으로 특허등록년도, 기술의 특성(기술성/권리성/
시장성/사업성) 등을 조정하여 기술의 경제적 수

명을 결정하게 된다.



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35

<Figure 6> Technology Cycle Time database for 
determining technology’s economic life

 

<Figure 6>에서와 같이, TCT DB는 A01B(농기

구 또는 기구의 부품)에서부터 H05K(인쇄회로 

외)에 이르기까지 총 640여개 기술분류별로 후

방인용(backward citation) 방식으로 인용특허의 

통계값을 제시한다. 
평가자는 중앙값(또는 평균값)에 1사분위수/3

사분위수(또는 최소/최대값)를 고려하고 특허등

록년도, 기술의 특성(기술수명 영향요인 총 10
개, -20∼20점 분포) 등을 조정하여 기술가치평

가시 현금흐름 추정을 위한 기간을 산출할 수 

있다.

3.4.2 재무정보

STAR-Value 시스템에 탑재된 기업(업종) 재무

정보는 국내 67만여개의 기업(상장 및 비상장 대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각종 재무데이터(매출

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감가상각비, 재고자

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등)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 재무비율로부터 영업이익이나 현금흐름을 

산출하여 수익접근법 기반의 최종 기술가치를 

산출하도록 하는데, 데이터의 객관성과 최신성

을 위해 매년 현행화하고 있다.
이러한 기업(업종)의 재무정보는 대상기술 적

용제품을 사업화할 수 있는 잠재적 대상기업의 

재무비율을 통해 매출액을 예측할 때 사용되는 

참조데이터가 된다.

<Figure 7> Company financial information 

기술가치평가를 수행하는 평가자는 <Figure 
7>에 보여지는 손익계산서 상의 재무비율을 활

용하여, 대상기술 보유 사업화주체(또는 유사 기

업 후보군)가 얻게 되는 최종단계의 현금흐름 기

반 사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표준

산업분류(KSIC)를 지정하여 유사업종의 재무비

율을 활용하여 사업가치를 산정하기도 한다. 

3.4.3 로열티율정보

해외에서 발생하는 거래사례에 대한 유료서비

스(RoyaltyStat, RoyaltySource, etc.)가 있으나, 국
내 상황에 현실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운 점이 있

다. 따라서 STAR-Value 시스템에는 국내에서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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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1,600여건의 실제 거래사례 중에서 양수도

계약 형태가 아닌 통상실시 형태로 결정되는 로

열티율 사례정보(약 290여건)를 제공하고 있다.  
로열티율정보는 <Figure 8>과 같이 7대 기술

분야별(혹은 업종별, 상관행법 기반의 재무비율

별) 통계량(최소, 최대, Q1, 중앙값, Q3 평균)으
로부터 기준로열티율을 결정하고, 사업화주체 

및 비즈니스 모델을 고려한 로열티율 조정 체크

리스트를 반영한 보간법에 기반하여 조정 로열

티율(adjusted royalty rate) 및 로열티절감법에 의

한 최종 기술가치를 산출하게 된다.

<Figure 8> Royalty rate information 

3.4.4 할인율

기술가치평가의 할인율(이하 ‘할인율’; discount 
rate)은 기술사업화 과정에 내재된 다양한 위험

을 반영하여 대상기술의 수명기간 동안 창출된 

미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화할 때 사용되는 환

원율을 의미한다. 
원칙적으로는 평가자가 사업화 과정에서 발생

되는 제반 위험을 직접 측정해야 하나, 실무적 

적용이 어려우므로 기업가치평가 할인율인 가중

평균자본비용(WACC9)), 자본자산가격(CAPM10)), 

무위험이자율 기반 등 다양한 방식으로 산출하

도록 제시하고 있다.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나 STAR-Value 시스

템에서는 WACC 방식을 우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기업별 재무정보 기반으로 업종별 자기

자본비용, (세전)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비율 등

을 고려한 WACC값을 <Figure 9>와 같이 제시하

고 있다.
일반적으로 기업가치평가 할인율에 사용되는 

WACC은 사업화 단계상에 발생하거나 사업화주

체의 역량에 따라 영향받는 추가 위험스프레드 

등을 반영하지 못하므로, 기술가치평가를 위한 

할인율 적용시에는 기술사업화 위험프리미엄 평

가표(정성적 체크리스트: 기술･권리성 5개, 시
장･사업성 5개 총 50점 만점)과 규모위험프리미

엄을 적산하여 할인율을 산출한다. 

<Figure 9> WACC information by industry sector 

9) WACC: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10) CAPM: Capital Asset Pricing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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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Industry technology factor
<Figure 11> Assistance tool for selecting 
optimal or semi-optimal valuation models

3.4.5 산업기술요소

산업기술요소는 대상기술로부터 얻어지는 사

업가치의 기술기여분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개념인 기술기여도와 연관된다. 기술기여도는 

(업종에 따른) 유무형자산 중 기술자산이 사업가

치를 창출하는데 기여한 기여분(즉, 산업기술요

소)과 개별 기술이 기술･권리･시장･사업 측면에

서 보유한 특성강도(즉, 개별기술강도)를 곱하여 

산출된다.
<Figure 10>과 같이 STAR-Value 시스템에는 

업종별 산업기술요소(최대무형자산가치비율, 최
대기술자산비중) 지수를 지원정보화하여 제공하

고 있다. 
다음에서 제시되는 (중분류) 업종별 산업기술

요소는 업종별 무형자산가치가 상위 5%인 코스

닥과 코스피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산출되었으

며, 최근 10년간 애프앤가이드社 보유의 무형자

산비율 및 관련 재무항목(연구개발비, 광고선전

비, 교육훈련비) 등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자산의 

기여정도를 계산한 값이다.
STAR-Value 시스템은 이상에서 살펴본 평가

지원정보 이외에도, 기업경영성과지표, 기업베

타 등 기술가치평가상에 활용가능한 다양한 참

조정보를 제공한다.

4. 연구 결과

4.1 최적모형 선택 가이드라인 지원기능

STAR-Value 시스템은 전 절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6개의 다양한 평가모델과 핵심변수 추

정의 과정 복잡성으로 인해 평가결과의 신뢰성

을 높이는 최적의 모형을 선택하기 어려운 측면

이 있다.
따라서, 유사거래사례 존재여부(5건 이상), 유

사거래 정보유형(금액, 로열티율), 기술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단계, 유사 R&D과제 존재여부의 

5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Figure 11>에서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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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intelligent inference module 
for the range of valuation results

흐름도 기반으로 (이분화된 선택지에 따라) 평가

모형을 선택하는 도우미 지원기능을 통해, 비전

문가(또는 평가초보자)가 평가방법론 및 모델 선

택에 대한 선험지식이 없는 경우에 유용하게 활

용할 수 있다.
상기 지원기능은 STAR-Value 시스템 탑재를 

위해 개발된 상태이며, 평가기준에 대해 이분화

된 선택지가 아닌 다양한 선택지에 차별화된 점

수를 부여하여 기술/권리/시장/사업적 환경 속성

에 따라 점수기반으로 모형을 추천해 주는 지원

기능도 검증 중에 있다.
점수기반 모형선택 가이드라인 지원기능은 위

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에 사업주체(대/중/소기업), 
평가목적(기술이전, 소송 및 세무용, 사업화전략

참고용, 기타), 특허등록여부의 기준을 추가하여, 
선택지별로 점수를 부여하고 가장 높은 점수가 

나온 평가모델을 우선 추천해주는 지능형 지원

모듈이다. 

4.2 지능형 기술가치범위 추론 지원기능

웹기반 기술가치평가시스템의 활용성을 높이

고 비전문가(초보자) 수준에서 손쉽게 평가 가능

하기 위해서는 최소 변수입력만으로도 대략적인 

기술가치범위를 제시하는 사용자 입력 모듈을 

필요하다.
<Figure 12>에서 제시되듯이, 기술가치 산정에 

필수적인 수익예상기간, 매출액 및 현금흐름 추

정, 할인율, 기술기여도 상의 산업기술요소를 결

정하기 위해 1단계상의 최소한의 변수입력(IPC, 
SIC, 기업유형, 특허등록년도)을 고려할 수 있는

데, 이것이 기본 입력모듈(Primary input variables)
이 된다.

2단계에서는 수익모듈(1차년도 목표시장규모, 

시장성장율, 예상점유율, 사업화소요기간)의 추

가입력으로 보다 좁혀진 기술가치 범위를 얻을 

수 있는데, 정량평가를 위한 입력이 수행된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의 환경모듈(기술/권리/

시장/사업적 속성 체크리스트) 입력을 통해, 정
성평가 체크리스 기반의 정확한 기술가치범위를 

얻을 수 있다.

4.3 유사기업 선정 기반 시장점유율 예측

지원기능

4.3.1 유사기업 선정

평가대상기술을 사업화하게 될 주체가 명확하

게 정해진 경우, 사업주체의 과거 3∼5년간 재무

실적(영업이익률, 현금흐름 변동분)을 기반으로 

유사 기술이 적용되었다는 가정하에 향후 매출

액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직전 년도 매출액과 

평균성장율을 이용하여 선형, 지수함수 혹은 로

그함수 형태로 성장추세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사업화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대다수의 

경우, 유사기업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첫째, <Figure 13>과 같이 제품명 검색을 통해 

주력제품으로 생산하는 기업리스트 3∼4개의 정



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평가 시스템에 관한 연구

39

보를 파악할 수 있으며, 이는 기업재무정보 DB 
구축시 기업별 제품명 필드를 포함하도록 하여 

기업규모 및 기업명 선택을 통해, 잠재 유사기업 

후보군을 선택할 수 있다.

<Figure 13> Search over product names 
for similar companies (ex. chemical fluids)

둘째, <Figure 14>와 같이 대상기술 제품이 속

하는 산업분류(KSIC) 및 기업유형(대/중/소)을 

선택함으로써, 세세분류(예. C20129)단의 기업유

형별 과거 3∼5년간 1) 매출액 기반; 2) 영업이익 

기반; 3) 영업이익율 기반; 4) 매출액의 연평균성

장율 기반; 5) 영업이익의 연평균성장율 기반; 6) 
영업이익율의 연평균성장율 기반으로 3∼4개의 

유사기업 후보군을 리스트업할 수 있다.

<Figure 14> Search over industry classification 
and reference index for similar companies

4.3.2 선정된 유사기업 기반 점유율 추정

전 단계에서 전정된 유사기업 기반으로 점유

율을 어떻게 추정할 것인가?
첫째, 대상기술이 적용된 제품명 검색을 통해 

주력제품 생산기업 전체 후보군 중 최상위 3∼4
개 기업이 복수 개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 경우

를 고려하자. 각 기업의 주력제품별 매출액 정보

를 획득 가능한 경우, 후보군 기업들의 (동일 제

품에 대한) 매출액 부분합을 구할 수 있다. 
실제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기업의 제품별 매

출액 정보를 입수하기 어려우므로, 기업별 매출

액을 주력제품수로 나눈 후 합산하여 해당 기술

적용 제품의 (과거 년도별) 국내시장규모를 예측

할 수 있다. 

앞서 표현된 바와 같이, 번째 기업의 주력제

품수()에 대해, 해당 기업의 전체 매출액 대비 

가중치()를 0과 1 사이의 값으로 부여가능하

며, 별도의 언급이 없을 경우에는 주력제품수의 

역수(


)로 결정한다. 선정된 3∼4개 기업에 대

한 “매출액/제품수”()의 부분합으로부터 (과거

년도의) 시장규모( )를 추정하며, 시장

규모 대비 매출액부분합의 비율(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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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번째 기업의 유사기업별 점유율()을 

추정할 수 있다.
향후 매출액에 대해서는, 대상 유사기업군의 

과거 3∼5년간 매출액 성장률(기업별 매출액 성

장률의 평균값)로부터 대상기술 적용제품의 (직

전년도) 시장규모( )에 (평균)성장률 추

세를 적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또한, 의 값들로부터 최소(최대)가능점유율

m in (m ax )을 얻고, 타겟기업이 목표로 하는 

유사기업의 수익유형(낙관적/중립적/보수적)에 

따라 최적의 를 선택 반영하여 시장에서의 점

유율을 결정한다. 이로부터 향후 시장규모 예측

치와 예상점유율을 곱하여, (예상)매출액을 추정

할 수 있다. 

이 점유율은 수익예상기간 동안의 최대 가능

점유율로 고려되어, 기술성숙단계별로 선형증가 

추세, 포화(혹은 둔화)추세를 각각 반영한 점유

율을 적용하여 매출액을 최종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대상기술이 속하는 업종(한국표준산업

분류: KSIC), 기업규모, 참조지표(매출액, 영업이

익률 등 6가지 유형)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 유사 

후보기업 3∼4개에 대해, 첫 번째 방법과 마찬가

지로 직전년도 매출액을 주력제품수로 각각 나

눈 후 합하면 (직전년도) 해당제품의 시장규모가 

예측될 수 있다. 
첫 번째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겟기업을 정해

줄 경우 해당 기업의 주력제품수와 시장규모에 

따라 (과거년도) 점유율을 계산할 수 있으며, 복
수 개의 기업후보군에 대해 연평균성장율을 계

산하여 향후 시장규모 추정에 반영하고 기 계산

된 점유율을 적용하여 (예상)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다.

4.4 기술가치평가 사례 및 결과종합화면

STAR-Value 시스템은 부가 기능으로 평가결

과의 통합보고서 출력 기능을 탑재하고 있다. 
<Figure 15>은 “광물화 팽창된 소재(KSIC: 
C20129)”에 대해 기술명, 핵심변수 등 실제 입력

변수 정보를 STAR-Value 시스템에 적용한 평가

결과 화면을 보여주고 있으며, 6개 평가모델에 

대한 가치평가 결과가 보여지고 있다.

<Figure 15> Example for valuation results 
through web-based STAR-Value system

특히, STAR-Value 시스템은 통합보고서 제공 및 

평가목록 관리기능(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을 통해, 기 완료된 평가사례를 축적하여 

향후 검색 필드별로 유사 평가사례의 입력변수 

정보 및 가치산출 결과를 보여주도록 할 예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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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러한 사례데이터 정보로부터 유사 기술에 

대한 평가결과에 근거하여 변수입력상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능형 지원기능을 개발 준비중

이다.
전 절까지 기술된 최적모형 선정 가이드라인 

지원기능, 지능형 기술가치범위 추론 지원기능, 
유사기업 선정 기반의 시장점유율 예측 지원기

능이 기존의 평가모델 및 지원정보와 결합되어, 
데이터 기반의 지능형 지원시스템으로 고도화될 

수 있으며, 객관적이고 신뢰성 높은 웹기반 기술

가치평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5.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는 기술이전(거래), 사업타당성 분석, 
투자유치 등 다양한 목적으로의 활용을 위해 이

용되는 기술가치평가의 이론적 방법론을 살펴보

고, 관련 모델 및 주요 입력 핵심변수 정보를 제

공하는 웹기반 지능형 기술가치평가

(STAR-Value) 시스템을 소개한다. 기술보증기금

의 KTRS, 발명진흥회의 SMART 3.1과 같이 평

가대상기술에 대한 기술력(등급) 평가 혹은 특허

등급평가 지원툴은 기존에 존재해 왔으나, 대상

기술의 정량적인 가치금액을 산정해 주는 

STAR-Value 시스템 기술은 최근에서야 개발 및 

고도화되어 공식 오픈된 상태에 있다.
특히 STAR-Value 시스템에는 미래에 발생할 

경제적 수익을 예상하여 현재가치화하는 수익접

근법의 대표 기법인 현금흐름할인(DCF)모델과 

특정 로열티율을 기반으로 로열티수입료의 현재

가치를 기술료 대가로 산정하는 로열티절감모델

을 포함한 6개 평가모델을 기반으로 하여, 기술

수명(TCT), 기업(업종)재무정보, 할인율, 산업기

술요소 등의 지원 DB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들 

지원정보를 자동적으로 불러와서 기준값을 결정

하고 평가자가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고에서 설명하는 STAR-Value 시스템의 지

능형 연계특성은 평가대상기술에 대한 국제특허

분류(IPC) 혹은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등의 

분류 정보로부터 기술순환주기(TCT) 지수, 유사

업종(혹은 유사기업)의 매출액 성장률 및 수익성 

데이터, 업종별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및 산

업기술요소 지수 등 가장 유의한 메타데이터값

을 불러오고 여기에 조정요인을 적용하여 기술

의 가치산출결과가 높은 신뢰성 및 객관성을 가

지도록 한다. 또한, 대상기술의 잠재적 시장규모

와 해당 사업화주체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예측

을 할 수 있도록 유사기업(또는 유사업종) 선정

과 기업별 제품수 정보를 활용하여 직전년도의 

매출액부분합로부터 전체 시장규모를 추산함으

로써, 해당 제품수별로 나눈 매출액 메타데이터

에 근거하여 점유율을 산출하도록 하여 향후 시

장규모를 예측하도록 한다. 그리고 유사거래사

례 존재여부(5건 이상), 유사거래 정보유형(금액, 
로열티율), 기술개발단계, 기술수명주기 단계, 유
사 R&D과제 존재여부의 5가지 평가기준에 따라 

최적의 평가모형을 추천해주는 가이드라인 지원

기능도 갖추고 있으며, 현재는 거래사례 실데이

터를 기계학습시킴으로써, 대상 기술에 대한 입

력변수 및 기술가치 범위를 제시해주는 지능형 

추론모듈을 개발 진행 중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평가모델 및 가치추정 

핵심변수에 대한 설명 이외에 최적모형 선택 가

이드라인 지원기능, 지능형 기술가치범위 추론 

지원기능, 유사기업 선정 기반의 시장점유율 예

측 지원기능 등의 추가 탑재로 시스템의 객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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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기반) 및 활용성을 높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STAR-Value 시스템의 고도화나 지원정보

의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내외 웹기반 기술가치

평가시스템 분야에서 비교가능한 수준의 평가지

원툴이 없도록 최고 수준의 지능형 지원 시스템

을 지향하여 관련 분야 리더십을 확보하고, 유상 

기술이전 성과 창출, 연구개발서비스업 사업화

전략 컨설팅 분야에서의 다양한 용도로의 활용

성을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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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System

11)Tae-Eung Sung*․Seung-Pyo Jun*․Sang-Gook Kim*․Hyun-Woo Park**

Although there have been cases of evaluating the value of specific companies or projects which have 
centralized on developed countries in North America and Europe from the early 2000s, the system and 
methodology for estimating the economic value of individual technologies or patents has been activated on 
and on. Of course, there exist several online systems that qualitatively evaluate the technology’s grade or 
the patent rating of the technology to be evaluated, as in ‘KTRS’ of the KIBO and ‘SMART 3.1’ of the 
Korea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However, a web-based technology valuation system, referred to as 
‘STAR-Value system’ that calculates the quantitative values of the subject technology for various purposes 
such as business feasibility analysis, investment attraction, tax/litigation, etc., has been officially opened and 
recently spreading.

In this study, we introduce the type of methodology and evaluation model, reference information 
supporting these theories, and how database associated are utilized, focusing various modules and 
frameworks embedded in STAR-Value system. In particular, there are six valuation methods, including the 
discounted cash flow method (DCF), which is a representative one based on the income approach that 
anticipates future economic income to be valued at present, and the relief-from-royalty method, which 
calculates the present value of royalties' where we consider the contribution of the subject technology 
towards the business value created as the royalty rate. We look at how models and related support 
information (technology life, corporate (business) financial information, discount rate, industrial technology 
factors, etc.) can be used and linked in a intelligent manner.

Based on the classification of information such as 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 (IPC) or Korea 
Standard Industry Classification (KSIC) for technology to be evaluated, the STAR-Value system 
automatically returns meta data such as technology cycle time (TCT), sales growth rate and profitability 
data of similar company or industry sector, weighted average cost of capital (WACC), indices of industrial 
technology factors, etc., and apply adjustment factors to them, so that the result of technology val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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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ulation has high reliability and objectivity. Furthermore, if the information on the potential market size 
of the target technology and the market share of the commercialization subject refers to data-driven 
information, or if the estimated value range of similar technologies by industry sector is provided from the 
evaluation cases which are already completed and accumulated in database, the STAR-Value is anticipated 
that it will enable to present highly accurate value range in real time by intelligently linking various support 
modules.

Including the explanation of the various valuation models and relevant primary variables as presented 
in this paper, the STAR-Value system intends to utilize more systematically and in a data-driven way by 
supporting the optimal model selection guideline module, intelligent technology value range reasoning 
module, and similar company selection based market share prediction module, etc. In addition, the research 
on the development and intelligence of the web-based STAR-Value system is significant in that it widely 
spread the web-based system that can be used in the validation and application to practices of the 
theoretical feasibility of the technology valuation field, and it is expected that it could be utilized in various 
fields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Key Words : STAR-Value System, Technology Valuation, Intelligent Support System, Valuation Model 
Selection Guideline, Range Inference of Valuation Results, Market Size and Sales Esti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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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사이언스 기반의 정보시스템 연구이다. 

전 승 표

KAIST에서 경영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고려대학교에서 과학관리학 전공으로 이
학박사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사업화분석센터에 책임 연구원 
및 센터장으로 재직 중이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부교수로 재
직중이다. Technological forecasting and social change, Scientometrics, Energy policy, 
Internet research 등 해외학술지와 한국기술혁신학회지, 지능정보연구 등 국내학술지에 
주저자로 다수의 논문을 게재했다. 주요 관심분야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수요 예측, 유망
기술 탐색, 기술가치평가, 산업시장분석 등을 위한 지능형 정보 시스템 연구이다.

김 상 국

서울대학교에서 산업공학으로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美 플로리다공과대학(FIT)에서 경
영과학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재직 중이며, 과학
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과학기술정책학과 겸임교수로 재직중이다. 전공분야는 확률과정 
및 대기 이론이며, 관심분야는 기술평가, 제품수명주기, 기술사업화를 위한 과학기술의 
정보계량 연구이다.

박 현 우

홍익대학교에서 경영학박사, 고려대학교에서 이학박사를 취득했다. 산업기술정보원 부
연구위원, San Francisco 주립대 객원연구원, 캘리포니아대학(Santa Cruz) 연구교수를 거
쳐, 현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과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교수
로 재직 중이다. 관심분야는 기술혁신경영, 기술사업화, 기술가치평가 등이며, 당해분야

에서 저서 약 10편, 연구보고서 약 20편, 국내외 학술지 게재논문 약 70편 등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