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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우리는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는 가운데 살고 있

다. 갈수록 커지는 불확실성과 급격한 미래 변화에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응

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업차원에서도 미래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정재호, 2006). 기술관련 정책 

또한 이러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환경과 빠르게 변하는 기술주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예측을 통한 대응 이슈를 도출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를 

살펴보면, 이러한 급변하는 환경과 기술주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처음에는 5년 단위로 수립되던 중장기 계획이 3년 단위로 세워지고 있

고, 폐쇄형 혁신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으로의 R&D 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외 

공동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의 정책 변화를 가져왔고, 기술 융·복합 

및 녹색성장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분야의 투자가 강화되었으며(지식경

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시장중심의 수요기반 혁신정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큰 방향이 변하였다(지

식경제부, 2011).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떠한 외부환경이나 글로벌 메가트렌

드의 변화에 의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바뀔지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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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거시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 STEEP 분석을, 그리고 

STEEP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 중 어떠한 요인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방향을 변하게 할지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여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을 통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를 예측한 결과, STEEP 

범주의 5개 상위 판단기준 중 기술적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가장 높았고, 경

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뒤를 이었다. 하위 판단

기준을 종합해 보면, ‘기술 및 사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국제환경 규

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세계 경제의 통합’, ‘탈추격형 기술

혁신 필요성 증대’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다. AHP 설문항목의 마지막 계층

에 대한 결과는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

는 대안이 1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기술패권주의 시대의 도래에 따

라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 3순위는 글로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되었

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버산업, 바이오 기술 산

업 등 관련 기술분야의 투자가 강화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설문을 통해 분석한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 예측결과를 살펴보

면,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의 변화 방향은 글로벌 거시환경 및 미래 이슈들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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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와 현재의 정책방향 역시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문 응

답자의 소속 영역별로 분석한 결과를 비교해 봤을 때 응답자군별로 특징 또는 

차별점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보일 수도 있다.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

요 이슈들과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전

사업화 정책 방향의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변

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도해 본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주요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거시환경 분석, AHP, 미래 예측 

학 번: 2010-21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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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서구에서는 20 세기 후반부터 정치학자, 사회학자, 철학자, 역사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학자들이 함께 미래를 내다보는 미래학이라는 학문이 

발달되었다(최항섭 외, 2006).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제 3 의 물결’의 

저자 앨빈 토플러와 같은 대표적인 미래 연구자조차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이슈들을 도출해 내고 그 

가능성에 대한 국가와 기업의 대처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미래학의 목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Toffler, 1980). 

 

우리는 불확실성이 크게 증대되고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가운데 살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불확실성과 급격한 미래 변화에 현명하고 전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국가나 기업차원에서도 미래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여 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증가하고 있다(정재호, 2006). 기술 관련 정책도 

예외가 아니다. 여러 기술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환경과 빠르게 

변하는 기술 주기에 대응하기 위해 미래 예측을 통해 대응 이슈를 도출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200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살펴보면 처

음에는 5년 주기로 수립되던 중장기 계획(‘00~’05)이 2006년부터는 3년 

주기로 세워지고 있고, 내·외부 환경변화로 인해 정책의 큰 방향 또는 패러

다임이 크게 바뀌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폐쇄형 혁신

(Closed Innovation) 관점에서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으로의 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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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의 변화는 국외 공동연구 및 글로벌 네트워크 강화로의 정책 변화를 

가져왔고, 기술 융․복합 및 녹색성장 기술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해당 분야

의 투자가 강화되었으며(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시장중심

의 수요기반 혁신정책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공급자 중심에서 수요자 중심으로 

정책의 방향이 변하였다(지식경제부, 2011). 그렇다면, 향후에는 어떠한 외부

환경이나 글로벌 메가트렌드의 변화에 의해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책 방향이 바

뀔까하는 의문을 가지고 이번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

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예측을 통해 미래에 대응해야 할 주

요 이슈들을 도출하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중장기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미래 변화에 효율

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데 의미가 있다.  

 

1.2 연구의 목적 

 연구의 초점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특히 정책방향이나 패러다임 변화의 

동인이 되는 거시․외부환경 또는 메가트렌드의 변화에 있다. 기업이나 조직의 

기술이전사업화 성공을 위해 자원, 시장, 조직 등 내부 환경을 고려한 단위 

정책의 변화는 논의에서 제외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큰 방향이 어떠한 대외여건 및 거시환경에 의해 변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할 것인지 예측하는데 있다.  

 

1.3 연구의 구조 

본 연구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먼저, 2장에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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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기존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는 연구의 주제인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에 대한 논의와 정책 방향 또는 패러다임 변화 동인에 관한 부분이고, 

두 번째는 연구방법 측면인 거시환경 분석과 미래를 예측하는 연구 방법론

에 관한 부분이다. 3장에서는 본 연구 주제의 분석에 적합한 분석방법으로의 

연구 설계방법에 대해 서술하고, 4장에서는 3장의 방법을 통해 도출된 결과

를 정리하도록 한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 중요성, 

한계를 언급하도록 하겠다. 본 연구의 흐름도는 그림1과 같다. 

 

흐름 
 

연구 내용 

   

문제의식 
 

향후에는 어떤 대외∙거시환경/메가트렌드 변화에 의해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할지 예측하기 위한 연구의 필요성 

제기 ▼ 
  

기존 문헌고찰 
 

<연구주제> 

기술이전사업화 정의 및 정책범위 

기술이전사업화정책 방향 변화 동인 
 

<연구방법> 

거시환경 분석 

미래예측 방법 

▼ 
 

↓ 

연구과정 
 

<거시환경 분석> 

- 문헌조사 

- STEEP 분석 

- 미래방향 및 시사점 도출 

→ 

<미래예측> 

- 조사대상 선정 

- AHP 설문 설계 

 

  
↓ 

▼ 
 

설문조사 실시 

  ↓                    ↓                   ↓ 

결과분석 
 

논리적 일관성 

(가중치) 검증  

중요도 판단 

(우선순위)  

종합화 및  

우선순위 결정 

▼ 
 

↓ 

결론도출 
 

요약 및 연구의 의의·한계 

 

[그림 1] 연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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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연구 

 

2.1 기술이전사업화정책 방향 변화 

 

2.1.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기에 앞서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를 내리고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술이전사업화의 개념 정의에 따라 문제인식의 범위 및 개선방향도 

달라지고 결국 본 연구에서 논의하고자 하는 정책의 범위가 달라질 것이기 

때문이다. 기술이전사업화 개념의 정의 및 정책의 범위에 대해 기존에 

논의되었던 문헌을 통해, 본 연구에서 기술이전사업화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정책의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지 결정한 후에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의 동인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기술이전사업화 개념에 대해서 일치된 정의는 존재하지는 않는다. 

더군다나 기술이전사업화는 “기술이전” 및 “사업화”라는 두 개의 용어가 

결합되어 있으며 이 두 용어조차 명확하게 개념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권영관, 2011).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사전적, 법적, 그리고 학자들의 정의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Merriam-Webster 사전에 의하면 이전(“transfer")과 

사업화(”commercialize")를 각각 3 가지로 정의를 내리고 있다. 

이전("transfer")은 ① 한 사람, 장소, 또는 상황에서 또 다른 사람, 장소, 

상황으로 전달하는 것, ② 소유나 지배권을 양도하는 것, ③ 접촉에 의해 한 

면에서 다른 면으로 인쇄하거나 복제하는 것으로, 

사업화("commercialize")는 ① 이익을 위한 비즈니스 기반에 대해 경영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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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② 이익을 위해 착취 또는 활용(exploit)하는 것, ③ 더 큰 이익을 위해 

품질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 2 조에서는 기술이전을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장·반도체배치설계, 기술이 집적된 자본재·소프트웨어 

등의 지적재산인 기술 및 디자인·기술정보 등이 양도·실시권 

허여·기술지도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사람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한, 기술사업화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의 개발, 생산 및 판매를 

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Zhao & Reisman(1992)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연구자들이 속한 분야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의 정의를 내리는 데 있어서 

상이한 접근을 하고 있는 점을 발견했다. 경제학자들(Johnson, 1970; Dosi, 

1988; Nelson & Winter, 1982)은 생산과 생산 메커니즘에 관계되는 

변수들과 지식의 특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기술이전과 기술확산, 

기술파생, 기술전파, 기술제휴 등 다양한 용어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사회학자들(Rogers, 1962; Rogers & Shoemaker, 1971)은 기술이전을 

혁신과 연결시키는 경향이 있으며, 기술을 원하는 결과를 얻는데 관련된 

원인-결과 관계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조치를 위한 설계로 보고 

있다. 인류학자들(Foster, 1962; Service, 1971; Merrill, 1972)은 

기술이전이 문화적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큰 맥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경영학자들(Teese, 1976; Lake, 1979)은 기술이전의 단계․과정 및 전략을 

연결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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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관심 연구분야 및 목적에 따라 여러 방식으로 기술이전을 정의할 수 

있다. 좁게는 기술이전이란 어떤 집단이나 제도에 의해 발전된 체계적이고 

생산적인 기술관련 지식이 다른 집단이나 제도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좀 

더 폭 넓게 보면 이 용어는 기술이전의 과정을 거쳐 제품개발 및 생산까지 

포괄하는 기술상용화, 실용화, 혹은 사업화의 개념과 동일시된다.  

 

이영덕(2010)은 많은 전문가나 실무자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기술사업화의 개념을 광의, 중범위, 협의의 개념으로 분류하여 정리하고 있다. 

광의의 개념으로는 연구개발계획의 수립과 아이디어의 창안을 통해 연구개발 

및 기술을 개발하고, 개발된 기술을 사용하여 신공정, 신제품, 또는 기존 

공정과 제품을 개량함으로써 시장에서 제품의 수명주기를 연장하거나 새로운 

수명주기를 창출하는 것과 관련된 일련의 제활동을 의미한다. 중범위의 

개념으로는 개발된 기술을 바탕으로 시제품을 제작하고 엔지니어링 기술과 

결합하는 구체적인 시장도입의 전 단계에 이르기까지의 활동을 의미하며, 

협의의 개념으로는 자체 연구개발 또는 외부조달을 통하여 획득한 신기술을 

생산 활동에 투입하여 대량생산을 통한 제품의 제작, 출하 및 판매에 이르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상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에 대한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를 가치 창출이나 상용화를 목적으로 기술 또는 

지식을 이전․개발․생산․판매, 그 과정의 관련기술을 향상시키려는 공식적인 

행위와 과정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상기의 다소 포괄적인 개념 정의는 연구의 

초점인 정책 측면에서 볼 때 정책수립의 기반이 되는 국내 법령에서 정의하는 

개념과 잘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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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범위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범위는 크게 기술혁신에 입각한 선형적 또는 

비선형적 모형으로 구분될 수 있다(권영관, 2011). 선형적 모형들은 기술의 

상용화를 아이디어 창출․개념 단계에서부터 시장 진입 및 확장 단계까지 

일련의 프로세스로 보고 있으며, 비선형적 모형들은 대표적인 기술사업화 

이론가인 Jolly(1997)의 기능모형에서 출발한 개념으로 기술사업화가 순차적 

단계를 거치기보다는 여러 단계들이 복잡하게 연계되고 다양한 주체들의 

관계에 기반하고 있다고 제안하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교수인 Vijay K. Jolly(1997)는 5 단계(sub-

process) 4 전이(bridge) 이론을 제시하여 초기사업화 단계부터 시장진입 

단계까지 각 단계 사이를 연결하는 전이 과정의 역할과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박종복, 2008). 착상부터 지속까지의 5 단계는 기술 및 마케팅 측면에서 

문제해결을 다루고 있는 반면, 4 개의 전이 활동은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득 역량이 요구되어 이 부분의 성공여부가 결국 각 단계의 실질적 

성공을 의미한다.  

 

[그림 2] 졸리의 기술사업화 이론의 도해 <자료. ‘기술사업화 이론과 기술경영 

적용방안 (박종복, 2008)’ Jolly의 기술사업화 모형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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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lly(1997)의 비선형적 모형과는 달리 Goldsmith(1995)는 

Cooper(1986)의 선형모형에서 발전시켜 기술사업화를 개념, 개발, 시장진입, 

시장확장의 4 단계로 제시하고 있다. 여인국(2012)는 기술이전사업화 범위를 

기술의 전 주기, 즉 기술기획-개발-이전-상용화-제조/생산-판매의 사이클 

상에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기존에는 기술주기 중 기술이전 및 상용화가 정책 초점의 범위였다고 한다면, 

현재는 기획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전 주기를 기술사업화 정책의 범위로 놓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림 3] 여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범위 <자료. ‘기술사업화 정책 현황 및 

과제(여인국, 2012)’ 발표자료를 토대로 재구성> 

 

아래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최근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중장기계획을 보면 연구기획부터 시장진출까지를 정책 범위로 설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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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기술이전사업화 중장기 계획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범위 <자료. 제 4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 (지식경제부, 2011)> 

 

본 연구는 국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특정 이론가의 모형에 기반한 정책 범위보다는 현 정부정책이 범위로 정하고 

있는 기술의 전주기적 관점의 확대된 개념의 정책범위를 따르기로 한다. 

 

2.1.3.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 동인 

중장기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하게 되는 주요 동인으로는 국가의 

혁신정책 방향, 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대내외여건 및 환경을 들 수 있다.  

 

손수정 외(2009)는 국가혁신시스템(National Innovation System, 이하 

NIS)의 시기별 정책 변화에 따라 기술사업화 정책도 변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한국의 국가혁신시스템은 모방형 R&D(1980 년대) → 추격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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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1990 년대) → HRD → R&BD/C&D 의(2000 년대)1 전개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NIS 단계를 3 세대로 구분하여 기술사업화 정책 방향의 관련성 

및 특징을 살펴보면, 1 세대는 선진국 기술의 모방을 통한 발전전략에서 

기술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내 기술력 향상을 위한 투자에 집중을 

했고, 2 세대는 인적자원의 성장을 통한 R&D 성과 제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연구 인력에 대한 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마지막으로 3 세대에서는 

기술개발뿐만 아니라 활용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의 중요성 인식에 따라 

사업화에 대한 중요성 및 기술의 융·복합화로 인한 협력연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둘째로, 국가 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도 중장기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 또는 패러다임이 변하게 되는 주요 동인으로 볼 수 있다. 

Bozeman(1994)과 Crow & Bozeman(1998)은 미국 기술정책 패러다임 

역사에 관한 연구를 통해 미국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① 시장실패 

패러다임 ② 미션 패러다임 ③ 기술협력 패러다임 등 정부 정책 패러다임의 

진화에 따라 변해 왔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는 신고전주의 경제학에 기반한 

모델로 자유시장이 정보 기술의 가장 효율적인 분배자(allocator)로 가정하고, 

기술이전에서의 정부역할은 주로 자유 시장에서 장벽이 되는 요인들을 

제거하는 데 제한하도록 한다. 두 번째 모델은 정부의 역할을 폭넓게 정의한 

진보주의적인 관점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2 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에서 큰 

영향을 미쳤던 미션 패러다임은 정부가 민간에서 쉽게 제공될 수 없는 공익에 

관한 영역은 R&D 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가 방어와 보안에 

                                            

 

 

1  R&BD(사업화연계 기술개발, Research and Business Development) : 사업화를 

위한 R&D 로 기술중심의 R&D 에서 시장중심으로 이동한 개념, C&D(Connect and 

Develop) : P&G 사의 전략으로 외부 기술자원과 자사의 R&D 역량을 연결한다는 

의미. (2010 기술이전사업화 백서 참조 (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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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R&D 부터, 에너지 생산, 공중 보건, 우주, 농업과 같은 미션들이 

정책의 예가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술협력 정책 패러다임은 기술개발과 

이전에 있어서 정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역할을 특징으로 한다. Rothwell & 

Dodgson(1992)은 미국이 아닌 유럽을 배경으로 유사한 연구, 즉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유럽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진화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다.  

 

한국의 기술정책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의 변화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 있다(이영덕, 2010; 권영관, 2011).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은 

선진국에 대한 빠른 추격을 목표로 공급자적 관점에서 정부주도로 다양한 

R&D 에 집중 투자를 해왔다(이영덕, 2010). 막대한 자원이 공급된 공공 

연구개발 성과물이 이전 또는 사업화되어 경제적인 성과로 이어지는데 성공을 

거두지 못하면서, 2000 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연구개발 성과의 민간이전 및 

사업화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이 펼쳐져왔다(권영관, 2011). 하지만 이러한 

정책적 노력들조차 공급자적 관점에 편중되었다는 평가와 함께, 최근에는 

수요자․시장 중심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다(지식경제부, 2011). 

 

마지막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의 동인으로 대내외여건 및 

환경을 들 수 있다. 2010 기술이전사업화 백서에 따르면, 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추세가 달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동향에 

큰 영향을 미친 글로벌 환경변화로 글로벌 금융위기, 오픈 이노베이션의 확산, 

융합, R&BD 로의 흐름, 특허전쟁의 심화 이렇게 5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제 4 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을 수립하게 된 배경으로 대내외 

여건변화를 들고 있다(지식경제부, 2011). 대내여건으로는 기술무역수지 적자, 

낮은 R&D 생산성 등을 이유로 글로벌 시장창출을 선도하는 fir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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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ver 로의 도약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대외여건으로는 해외 선진시장 

위축이 장기화되면서 기존산업 및 기술전략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고, 또 

세계경제가 기술․지식․브랜드 등 무형자산이 기업가치를 좌우하고 성장을 

주도하는 지식기반경제로 진입이 가속화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글로벌 경제침체를 조기에 극복하고 미래에 대한 선제대응을 위해 

융합․개방․글로벌화를 통해 시장을 창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나아가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중장기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하게 

되는 주요 동인으로는 국가의 혁신정책 방향, 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대내외여건 및 환경 등이 있다. 이 주요 동인들 중 국가의 혁신정책 방향이나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도 크게는 대내여건이나 거시환경의 변화로 볼 수 

있다. 결국 글로벌 또는 거시적인 환경변화에 따라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포함한 기술 정책의 방향 심지어는 패러다임까지 변할 수 있음을 기존연구를 

통해 유추해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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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거시환경 분석 및 미래예측 방법 

아래에서는 거시환경 분석 방법 및 미래예측 방법에 대한 기존 연구들을 

살펴보고 연구의 주제인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적합한 분석방법을 결정하고자 한다. 

 

2.2.1 거시환경 분석 방법 

조직환경(organizational environment)에 대한 연구는 1950 년대 

후반부터 비즈니스와 경영 연구자(Dill, 1958; Thompson, 1967; Starbuck, 

1976; Lenz & Engledow, 1986)들에 의해 수행되기 시작되었으며, 환경 

분석을 하는 대표적인 방법론으로는 SWOT, STEEP, PEST 분석 등이 있다.  

 

SWOT 분석은 Ken Andrews(1971)가 창시한 개념으로 조직의 내부 

역량인 강점(Strengths) 및 약점(Weaknesses) 그리고 외부 환경인 

기회(Opportunities)와 위협(Threats)요인을 파악하여 전략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SWOT 은 조직을 둘러싼 외부∙거시환경 및 내부∙미시환경의 상황을 

분석하는데 적합한 방법으로, 상황분석 방법으로는 가장 널리 알려지고 가장 

많이 활용되어 왔다(Fleisher & Bensoussan, 2002). SWOT의 각 요소들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면, 강점은 경쟁 상대보다 우위에 있는 자원이나 이점을 

의미하며, 약점은 목적을 달성하기까지 조직 내에 존재하는 한계∙단점∙결함을 

포함한다. 기회는 트렌드∙변화∙간과된 수요와 같이 조직의 환경에 유리한 현재 

혹은 미래의 상황을, 위협은 그 반대의 경우를 포함한다. 

 

STEEP 은 거시환경 분석 방법의 하나로 조직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기술∙경제∙생태∙정치 및 법적 측면에서 환경을 분석하는 접근 

방법이다(Fleshier & Bensoussan, 2002). 사회적(Social) 환경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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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는 인구 통계, 문화적 태도, 문맹률, 교육수준, 관습, 생활양식, 연령분포, 

지리적 분포, 인구 이동 등 사회적 배경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환경이 포함된다. 기술(Technical)은 과학과 기술이 복합된 일반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새로운 제품, 서비스, 장비 등을 개발하는 새로운 접근법과 절차도 

포함한다. 경제적(Economic) 구성 요소는 국제수지, 고용률, 환율, 이율, 

인플레이션, 신용도, 재정통화정책, 부채, 소비 패턴 등이 포함된다. 

생태학적(Ecological) 환경은 세계 기후, 지속 가능한 개발, 재활용, 생명공학 

발전 등을 아우른다. 정치 및 법적(Political) 환경은 정책, 규제활동, 

투표율과 경향, 여론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 범주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범주간의 경계는 유동적이다(Fleisher & Bensoussan, 2002). 

Fahey(1989)는 환경의 경계를 정한 후에 다음의 5 단계를 따라 STEEP 

분석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 ① 분석된 환경 부문들(segments)의 이해 ② 

트렌드들 간의 연관성 이해 ③ 트렌드와 이슈를 관련지음 ④ 이슈들의 미래 

방향을 예측 ⑤ 시사점 도출. 이와 유사한 분석 방법인 PEST 분석은 

STEEP에서 생태적(ecology) 환경 분석을 뺀 개념이다.  

 

2.2.2 미래예측 방법론 

미래 예측(future foresight)이란 미래의 모습이 어떨지를 단순히 

예측(future forecasting)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들을 예상하고,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실행계획 수립의 지향․합의 

형성․경제사회적 니즈 등을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안두현 & 박병원, 2005). 

이와 같은 미래연구를 위해 다양한 방법론이 사용되고 있는데, 

Popper(2008)는 아래 그림과 같이 미래지식의 네 가지 원천인 창의성, 

전문성, 집단지성, 자료를 꼭짓점에 배열하여 ‘미래연구의 사각형(Foresight 

Diamond)’의 형태로 미래연구 방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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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미래연구 방법론 종류 <자료. 미래연구백서(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재인용. 출처. The Handbook of Technology Foresight(Popper, 2008)> 

 

이중 미래예측과 정책대안을 탐색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법으로 트렌드 

분석, 델파이 기법, 시나리오, 기술로드맵 기법 등이 있다(류동현 외, 2008). 

미래예측 방법론은 크게 정성적 방법론, 정량적 방법론, 준정량적 방법론으로 

분류할 수 있는데(송종국, 2009), 경향분석 및 델파이 기법은 준정량적 혹은 

확률적 방법이고, 시나리오 기법은 정성적 방법, 기술로드맵 기법은 정량적 

방법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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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드 분석 방법이란 불확실한 미래를 보다 면밀하게 예측하기 위해 현재와 

미래를 잇는 시점에서의 거시적인 변화의 흐름, 사회변화의 추세를 제시하는 

방법이다. 거시적인 추세를 파악한 것을 토대로 미래변화에 영향을 미칠만한 

중요한 요인들을 찾아내고, 요인들의 발생가능성과 불확실성 정도에 근거하여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최항섭 외, 2008). 주요국의 미래전략보고서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과학기술2, 산업기술, IT 기술의 미래전략 수립을 위해서도 

메가 트렌드 분석이 활용되었다. 예를 들면, IT와 한국의 미래비전(정보통신부, 

2005), 글로벌 메가 트렌드로 본 IT 산업 변화상과 5 대 전략과제(전자신문 

미래기술연구센터․KT 경제경영연구소․정보통신산업진흥원, 2010) 등은 메가 

트렌드를 정리한 후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재해석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 주제에 관련된 미래 이슈와 니즈를 도출하였다. 

 

또 다른 미래예측 방법인 델파이는 전문가의 합의에 기초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으로 조사 대상자들의 합의 정도(degree of consensus)에 

크게 의존한다(권성훈 외, 2009). 1970 년대 미국의 미래연구기관인 

RAND 에 의해 개발된 델파이 방법은 전문가들에게 주관식으로 자유로운 

의견 개진을 물어 취합한 후, 취합된 전문가 의견들을 구조화․객관식화 된 

설문 형태로 만들어 재차 응답하게 함으로써 주요 변수들을 도출하게 하는 

과정을 거친다(최항섭 외, 2006).  

                                            

 

 

2
 과학기술의 미래예측에 대한 법적 근거도 찾아볼 수 있다. 과학기술기본법 제 13 조에서는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예측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① 정부는 주기적으로 주요 과학기술통계와 지표를 조사·분석하고 과학기술의 발전 추세를 

예측하여 그 결과를 과학기술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 1 항에 따른 예측결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발굴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과학기술예측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연구기관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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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파이와 유사하지만 정량적 측면이 보완된 방법으로 계층분석 의사결정 

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이하 AHP)이 있다. 1970 년대 

펜실베니아 대학의 Saaty 교수에 의해 고안된 AHP 방법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간에 쌍대 비교를 통해 의사결정자의 

응답을 이끌어 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의 근거로 

정량적인 요소 및 정성적인 요소를 동시에 고려함으로써 의사결정 문제의 

해결을 위한 포괄적인 틀을 제공한다(조근태 외, 2003). 복잡하고 전문적인 

식견을 요구하는 문제를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는데 유용하며, 

경제․경영․정치 및 산업계 전반에 걸쳐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조근태 외, 

2003). 정책이 포함된 미래예측의 경우 정책우선 순위의 선정이 핵심인데, 

AHP 는 다수의 변수들 중 핵심변수를 선별하는데 유용한 선정기법으로 

활용된다(권성훈 외, 2009).  

 

시나리오 작성법은 미래에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다양한 상황들과 그 

상황들에 가장 적절한 대안을 찾아보는 방법이다(안두현 & 박병원, 2005). 

처음에 군사용 시뮬레이션 방법으로 사용되던 이 기법을 로열더치쉘(Royal 

Dutch Shell)사가 회사의 장기 예측을 하는데 도입하여 시나리오로 예측한 

석유위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신속하게 대처하여 큰 기업으로 성장하면서 

비전 수립 및 미래예측 수단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류동현 외, 2008). 이 

기법은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적 미래를 예측하고 관리함으로써 위험의 

발발을 최소화하거나 발발하더라도 복구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재호, 2006). 마지막으로 기술로드맵(TRM) 설계는 특정 제품개발에 

필요한 핵심 및 지원기술을 시간의 순서에 따라 서술하는 방법이다. 이 

기법은 불확실한 미래의 기술전략으로써 R&D 기술기획에 많이 활용되어 

핵심기술의 확보 목표를 순차적으로 나열하고 목적달성이 가능한 수단을 찾아 

세부 기술과제를 제시한다(류동현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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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거시환경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STEEP 분석을, 

그리고 STEEP 분석을 토대로 도출된 결과 중 어떤 요인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방향을 변하게 할지 예측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AHP 

분석방법을 사용하도록 한다. 

 

앞의 선행연구에서 살펴본 것처럼, SWOT 분석은 어떤 조직을 둘러싼 

외부환경의 기회와 위협요인을 분석할 때, 분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크게 

의존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책이나 패러다임의 변화는 주관적 판단에 

의한 기회나 위협요인보다는 주관이 배제된 트렌드나 추세, 글로벌 이슈의 

영향을 받으므로 본 연구에는 전반적인 트렌드 분석에 유용한 STEEP 분석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게다가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나 

패러다임 예측을 하는데 있어서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시장과의 강․약점을 분석하는 것 또한 적합하지 않으므로 SWOT 보다는 

STEEP 분석 방법이 본 연구의 성격에 잘 부합한다. 

 

또한, 미래예측 방법론별로 용도 및 장․단점을 분류한 아래의 

표(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 2001a)에 따르면, 본 연구는 전 

분야의 메가 트렌드를 분석할 필요가 있고 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므로 질적 추세분석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거시∙메가 트렌드 분석을 한 여러 기존 문헌들을 토대로 STEEP 의 분류에 

따라 질적 분석을 시행한 후에, 일반화 및 계량화의 어려움·표준화된 절차의 

결여·신뢰성 확보의 문제 등 질적 연구의 여러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준 정량적 분석방법인 AHP 설문결과를 토대로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를 예측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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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미래예측 방법론에 따른 용도 및 장단점  

 
용도 장점 단점 

양적  

추세분석 

인구, 경제, 기술예측 

신뢰가능 자료 장기축적 

다른 방법과 병행 필요 

객관성 및 논리성 

전달 용이 

저비용으로 경제성 

분석 결과의 비중립성, 

기법 의존도 존재 

고립되고 편향된 분석 

질적  

추세분석 

모든 분야의 메가 트렌드 

사회, 정치, 제도 부문 

변화와 변화 영역에 주력 

조기경보 수단 

기회와 위협 제시 

시나리오의 시발점 

전체적 구도와 영감 

개인적 주관에 의존 

장, 단기추세 판별에 

어려움 존재 

과도한 일반성 가능 

<자료. 미래예측 방법론: 이론과 실제(정재호, 2006) 재인용.  

출처. Performance and Innovation Unit(2001a)> 

 

3.1 STEEP 분석 

분석대상은 국내외 문헌들에서 제시한 글로벌 미래변화 트렌드 및 사회 

이슈들이다. STEEP 분석을 위해 아래 3가지 자료를 활용하였다. 

① 15대 메가 트렌드(KIET 오영석, 2008 - 2020/2050 미래전망토론회) 

② 20개 미래 이슈(KISTEP 황지호, 2008 - 2020/2050 미래전망토론회) 

③ 국내외 미래예측 (백동열 외, 2011 - 교과부 연구보고서 ‘기초과학 100 대 

미래유망 분야 선정을 위한 기획연구’) 

 

첫 번째 오영석이 제시한 15 대 메가 트렌드는 문헌조사, 전문가 자문, 

델파이 조사 등을 통해 선정하였다. 황지호가 제시한 20 개 미래 이슈는 

제 3 회 과학기술예측조사 자료, 일본 제 8 회 과학기술예측조사, 미국 IFTF 

미래전망, UN 미래전망 등의 자료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세 번째 자료는 UN 

밀레니엄 프로젝트, 미국 미래연구소(IFTF), 영국 시그마 스캔, 독일 

Z_punkt(미래예측 전문컨설팅 그룹),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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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경제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국내외 공공 및 민간 연구소에서 제시한 

미래사회 이슈 및 주요 트렌드를 정리하여 보여주고 있다. 

 

STEEP 분석 방법은 Fahey(1989)가 제시한 5 단계 분석 방법과 같이, ① 

위 3 가지 참고문헌에서 분석된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환경 

부문들을 이해하고 각 범주에 맞게 정리한 후, ② 트렌드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고, ③ 트렌드와 이슈를 관련 지어 주요 키워드를 도출해 내도록 한다. 

그 다음, ④ 이슈들의 미래 방향을 예측하고, ⑤ 주요 키워드들을 묶어낸 

미래 글로벌 트렌드 등의 시사점을 도출하도록 한다.  

 

사회적(Social) 환경의 구성 요소는 인구 통계, 문화적 측면, 교육, 관습 

및 생활양식, 지리적 분포, 인구 이동, 노동환경 등 사회적 배경의 특징을 

나타내주는 일반적인 환경에 포함되는 요소들로 분류한다. 기술적(Technical) 

환경은 과학과 기술이 복합된 일반적인 환경을 의미하며, 

신제품·서비스·기술개발 접근법 및 절차, 기술을 둘러싼 세계적 동향, 

지식재산 관련 부문들을 포함한다. 경제적(Economic) 구성 요소는 금융 및 

재정과 관련된 국제수지, 고용률, 환율, 이율, 인플레이션, 신용도, 재정 

통화정책, 부채, 소비 패턴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세계의 경제통합 현상, 

금융환경 변화, 지식기반 경제의 진화 등 경제를 기반으로 한 트렌드와 

환경변화도 경제적 환경의 구성 요소로 분류한다. 생태학적(Ecological) 

환경은 세계 기후, 환경 문제와 관련된 요소들, 그리고 에너지, 천연자원, 

재활용, 지속 가능한 개발 등이 포함되는 요소들을 아우른다. 

정치적(Political) 환경은 정책, 규제활동, 투표율과 경향, 여론, 국제안보, 

세계 정치, 법적 환경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Fleisher & 

Bensoussan(2002)이 언급한 것처럼 이 범주들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은 

아니며, 두세 개 범주에 유사한 요소들이 중복해서 들어갈 수도 있는 등 

범주간의 경계는 유동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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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AHP 분석 

 

3.2.1 AHP 원리와 본 연구에의 적용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간의 쌍대 비교를 통해 평가자의 지식, 경험, 직관을 포착하는 

방법이다(조근태, 2003). 인간은 일반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세 

가지의 논리적 원칙, 즉 계층구성의 원리, 우선순위 설정의 원리, 논리적 

일관성의 원리에 따라 결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AHP 가 이러한 논리적 

사고의 원리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Satty, 2000).  

 

첫 번째, 계층구성의 원리란 보다 구체적인 지식을 얻기 위하여 복잡한 

현상을 가급적 단순화시켜 인지 가능한 형태로 분류하고 다시 그 분류된 

요소들의 구성요소를 계층적으로 세분화해 나가는 것이다. AHP 의 첫 단계인 

계층(Hierarchy)의 구성에 있어서 최상위 계층에는 의사결정의 목적(Goal)을 

배치하고, 그 다음에는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는 기준(Criteria)이나 

의사결정의 요소를 배치하며, 가장 하위 계층에는 대안(Alternatives)을 

배치하는 형태로 구성된다. 보다 복잡한 문제의 경우, 판단기준이 되는 

요소를 세분화하여, 기준의 하위기준(Sub-criteria)을 제시할 수 있다. 

 

두 번째, 우선순위의 설정이란 의사결정 과정에서 기준을 설정하여 수많은 

요인들 가운데 소수의 대안으로 축소한 후 상대적 선호도 또는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특징을 보인다. AHP 는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여 의사결정 요인들의 

가중치 또는 중요도를 쌍대 비교함으로써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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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논리적 일관성의 원리는 인간이 의사결정을 할 때 유사한 

대상이나 아이디어간의 동질성과 관련성에 따라 나누며 논리적 일관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판단하려는 특성을 반영한다. AHP 는 쌍대 비교 결과를 

종합하는 과정에서 비 일관성 지수를 도출하여, 의사결정자의 논리적 일관성 

유지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한다.  

 

3.2.2 설문 조사대상 

설문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산․학․연․관 전문가 100 명3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체의 경우 기술거래기관 및 평가기관을 포함하는 대·중소기업에 

소속되어 기술사업화를 담당하는 해당경력 6 년 이상의 경력 소유자 25 명을 

대상으로 한다. 대학의 경우 기술경영·경제·정책 또는 지식재산권 

관련학과의 박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25 명을 대상으로 한다. 연구기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및 실무를 담당하는 공공기관 및 정부출연연구소 소속 

해당분야 6 년 이상 경력을 소유한 선임 연구원급 이상 40 명을 대상으로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부처로는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교육과학기술부 등의 기술이전사업화 담당과의 주무관 이상 10 명을 대상으로 

한다. 설문 대상자의 구성 비율을 표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3
 고길곤 & 하혜영(2008)에 따르면, AHP 설문을 통한 정책학 연구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평균 총 99.2 개의 설문조사를 실시했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평균 

68.9 개, 일관성 검토를 하여 유효한 설문부수로 판단된 63 개의 설문부수로 분석을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김정석&이영덕(2009)은 AHP 특성상 다수의 응답자보다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19 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 목적상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 

설문조사를 진행해야 하며, 해당 분야의 정책전문가가 100 명을 설문조사 대상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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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설문 조사대상 

 

구분 분류 기준 구성비율(%) 

산업체 
대, 중소기업 해당분야 6 년 이상 

경력 소유자 
25 

기술거래기관(특허, 법률관련 포함) 

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학과 박사학위 이상 

(교수직 포함) 
25 

지식재산권 관련학과 

연구기관 

공공기관  해당분야 6 년 이상 

경력을 소유한 

선임연구원급 

40 

정부출연연구소 

정부부처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특허청 등 
관련부서 

주무관 이상 
10 

 

3.2.3 실험 설계 

설문방법은 직접 방문 또는 이메일 발송을 통해 수행하도록 한다. 

설문기간은 2012 년 5 월 14 일부터 25 일까지 2 주간 진행한다. 회수율이 

50% 이하로 낮을 경우, 재설문 요청을 하여 6 월 1 일까지 1 주일간 

설문기간을 연장하도록 한다. 분석 프로그램은 AHP 전용 소프트웨어인 

ExpertChoice와 복합 가중치 계산에는 Excel 2007을 사용하기로 한다.  

 

설문지 항목의 구성은 크게 2 가지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기술이전사업화 범위 및 정책 방향 변화의 주요 요인에 대한 인식수준을 

알아보기 위한 일반적인 질문이고, 두 번째 AHP 설문 항목은 4 계층으로 

나누어, 1 계층에는 본 연구의 목표인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방향, 

2 계층에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5 개 범주, 3 계층은 세부기준 18 개, 마지막 4 계층에는 3 계층의 이슈들을 

묶어낸 4개의 미래 정책방향 또는 대안을 쌍대 비교하여 질문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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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설문지 구성 

구분 내용 응답방법 

일반 인식수준 

기술이전사업화 범위의 인식 객관식 

답안 1 개 

선택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의 주요 요인 

AHP 

설문 

목표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AHP 

기법으로 

쌍대 비교 

후 중요도 

선택 

평가요소 우선적 정책고려사항인 미래이슈 항목 

방향/방안 쌍대 비교를 통한 정책대안 도출 

 

설문에 앞서 설문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위해, 설문 조사대상 중 2 인의 

전문가와 함께 사전 검토를 실시하여 수정을 거친 최종 설문지를 이용하여 

설문을 실시하도록 한다. 

 

3.2.4 실험 및 분석절차 

실험절차는 조근태(2003)가 제시한 아래 4 단계 절차에 따라 AHP 를 

적용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도록 한다. 

단계 1. 의사결정 문제를 상호 관련된 의사결정 사항들의 계층으로 

분류하여 의사결정 계층(decision hierarchy)을 설정한다. 

단계 2. 의사결정 요소들 간의 쌍대 비교로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단계 3. 고유치방법을 사용하여 의사결정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일관성 

비율)를 추정한다. 

단계 4.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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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1> 의사결정 계층구조의 설정 

AHP 의 첫 단계인 계층(Hierarchy)의 구성에 있어서 최상위 계층에는 

연구 목표, 2 계층에는 연구 목표를 평가할 5 개 대분류 영역, 3 계층에는 각 

대분류 내의 세부 요소들, 마지막 4 계층에는 의사결정의 대안인 3 개 항목이 

배치된다. 따라서, 1 계층에는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인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방향, 2 계층에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큰 변화를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5 개의 거시환경 범주, 3 계층에는 각 범주별 주요 미래 이슈들인 

18 개의 세부기준들, 마지막 4 계층에는 3 계층의 이슈들을 묶어낸 4 개의 

미래 정책방향 또는 대안을 배치하도록 한다. 3 계층의 경우 대안의 수가 

10 개 이상이 넘기 때문에, 절대비교 방식을 취하도록 한다4. 계층 구조도는 

다음 표 4와 같다.  

 

 

 

 

 

 

 

 

 

 

 

                                            

 

 
4
 T. L. Satty는 각 보다 용이한 쌍대비교를 위해 각 계층에 포함되는 평가항목의 수가 9개를 

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AHP 기법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 제안이 

필요조건은 아니다(Saaty, Vargas & Wendel 1983). 대안의 수가 10 개 이상인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절대비교를 하여 결과를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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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계층 구조도  

 

1 계층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2 계층 사회적 요소 

 
기술적 요소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소 

 
정치적 요소 

                

                   
 

 

 

 

 

 

3 계층 

▪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 

▪ 사회적 책임의 증대 

▪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 세계경제의 통합 

▪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 

노력 필요 

▪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 실버산업, 

의료산업 등장 

 ▪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 경제 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 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모 

▪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 국제적 복지 지원 

    

                

            

               

4 계층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수립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해당 

기술분야 투자강화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 강화 

 

<단계 2> 쌍대비교로 판단자료 수집 

일반적으로 쌍대 비교에서 아래의 표 5 와 같이 9 점 척도를 기준으로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도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AHP 의 창시자인 Satty 가 

제시한 바와 같이 9 점 척도를 적용하여 판단자료를 수집한다. 쌍대 비교를 

하여 두 개의 평가대상이 비슷하면 1 점, 약간 중요하면 3 점, 중요하면 5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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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하면 7 점, 극히 중요하면 9 점을 부여하며, 2, 4, 6, 8 점은 각 

분류의 중간 정도로 중요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점수를 부여한다.  

 

[표 5] 쌍대비교의 기본척도  

중요도 정의 설 명 

1 
비슷함 

(equal importance) 

어떤 기준에 대하여 두 활동이 비슷한 공헌도를 

가진다고 판단됨 

3 
약간 중요함 

(moderate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약간 선호됨 

5 
중요함 

(strong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확실하게 선호됨 

7 

매우 중요함 

(very strong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강하게 선호됨 

9 
극히 중요함 

(extreme importance) 

경험과 판단에 의하여 한 활동이 다른 활동보다 

극히 선호됨 

2,4,6,8 위 값들의 중간 값 
경험과 판단에 의한 비교값이 위 값들의 중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 사용함 

역수 

값 

활동 I 가 활동 j 에 대하여 위의 특정 값을 갖는다고 할 때, 활동 j 는 활동 

I 에 대하여 그 특정 값의 역수 값을 갖는다. 

1.1-

1.9 

동등한 활동 

(for tied activities) 

비교요소가 매우 비슷하여 거의 구분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값으로서 약간 동등은 1.3, 약간 

차이가 나는 경우는 1.9 를 사용함 

<출처. 리더를 위한 의사결정(Satty, 2000: p80)> 

 

쌍대 비교행렬은 대각을 중심으로 역수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예를 들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서 A, B, C 의 3 가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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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들 중 어떤 요소가 더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비교하는 경우 

‘A 가 B 보다 중요한가?’,‘A 가 C 보다 중요한가?’,‘B 가 C 보다 

중요한가?’세 가지의 쌍대 비교가 존재한다. 가령, A 가 B 보다 2 배, A 가 

C 보다 3 배(약간) 중요하면 표 3 의 척도에 따라 3 배, C 는 A 보다 1/3 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낸다. 또, C 가 B 보다 5 배(중요) 중요하면, B 는 C 보다 

1/5 배 중요한 것으로 계산된다. 이와 같이 3 가지 쌍대 비교를 실시하면 

행렬의 곱을 연산하여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할 수 있다. 

 

<단계 3> 고유치 방법을 사용한 가중치(일관성 비율)5 결정  

T. L. Satty 는 논리적 신뢰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수로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 이하 CR)을 제시했는데, 일관성이 완벽한 경우는 

CR 이 0 이며 비일관적이 될수록 CR 값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CR 이 0.1 을 넘는 경우, 의사결정자가 다소 무작위로 판단한 것으로 

간주되어 판단을 재점검 및 수정하도록 요구한다(Satty, 2000). 일부 

연구자들(노화준 외, 1996; 이학성, 2008; 고길곤 & 하혜영, 2008)은 T. L. 

Satty 가 제시한 것과 달리, CR 이 0.2 이하라도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를 입증했다. 본 연구에서는 CR 이 0.2 이하인 경우를 일관성이 

잃지 않은 경우로 설정하여, 신뢰도가 높은 설문지만 채택하여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일관성을 수식적으로 나타내면, 쌍대 비교행렬을 A 가중치벡터를 ω라고 

했을 때 가중치벡터 ω는,  

                                            

 

 

5
 Saaty 교수는 일관성 비율(Consistency Ratio)이 0.1 이하의 경우 합리적인 일관성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최근 연구들(노화준, 1996; 이학성, 2000; 고길곤 & 하혜영, 

2008 등)은 0.2이내의 경우 비교적 일관성을 갖는다는 결과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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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Aω = λmax ω  

 

을 통해 유도되며, 이를 ω에 대해 정리하면, 

 

(식) (A - λI)ω = 0 (단, 0은 (n x 1) 열벡터) 

 

으로 나타낼 수 있다(조근태 외, 2003). ω 값을 얻기 위해서 |A - λI| 

= 0이 성립해야 한다. 일관성에 대한 편차는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이하 CI)로 나타내며, 일관성 지수(CI)는, 

 

(식) CI = (λmax - n) / (n - 1) 

 

로 정의한다(조근태 외, 2003). 여기서 λmax 는 쌍대 비교 행렬의 최대 

고유치를 의미하며 , n 은 비교기준 수를 의미한다. 쌍대 비교행렬의 최대 

고유치 λmax 가 n 에 가까울수록 응답자가 일관성 있는 판단을 내렸다고 

간주한다. 하지만 일관성이 유지되지 않을수록 CI 가 점점 커지게 되고, 이에 

따라 CR도 점차 커진다. CR과 CI의 관계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식) CR= CI/RI = (λmax - n) / (n - 1) * 1/RI6
 

                                            

 

 

6
 RI 는 평균무작위지수(Random Index, 이하 RI) 또는 난수지수를 사용하며, 

Saaty(1980)는 1 부터 9 까지의 수치를 임의로 설정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하고 이 행렬의 

평균 일관성지수를 산출한 값으로, n이 1에서 10까지의 RI는 아래 표와 같다. 

n 1 2 3 4 5 6 7 8 9 10 

RI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출처. 앞서가는 리더들의 계층분석적 의사결정 (조근태 외, 2003; p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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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종합화와 우선순위 결정  

2 단계에서 쌍대 비교하여 도출된 값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계산하여 

비교할 수 있다. 자체 행렬을 곱한 후 행렬의 각 행별로 합산을 한 후에 전체 

합으로 각 행을 나눠주면 상대적 중요도가 도출된다. 이렇게 쌍별 비교를 

통해 얻은 행렬을 이용하여 각 계층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이 갖는 상대적 

가중치를 종합하여 의사결정을 종합한다. 가중치를 종합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한 가지 방법은 AIP(Aggregate Individual 

Priority)이고 또 다른 방법은 AIJ(Aggregate Individual Judgement) 

모형이다. 첫 번째 방법은 의사결정 개인별로 제시한 상대비교행렬을 

바탕으로 최종 우선순위 벡터를 구하여 종합하는 접근 방식이며, 두 번째 

방법은 개인별 쌍대 비교 행렬 결과를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전체의 쌍대 비교 

행렬을 구하는 접근방식이다(고길곤 & 하혜영, 2008). 조근태 외(2003)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 비교행렬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평가자의 값을 기하평균하여 통합하고, 이를 원소로 하는 단일 

쌍대 비교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바, 본 

연구에서는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가중치를 계산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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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결과 

 

4.1 STEEP 분석 

3 가지 참고문헌에서 분석된 글로벌 메가 트렌드 및 미래 이슈들을 

STEEP 의 5 개 범주인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환경 부문에 

맞게 나누어 정리한 후, 트랜드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여 주요 이슈들, 

키워드, 미래방향을 도출해 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1.1 사회적(Social) 환경 

미래의 사회적 환경으로는 고령화, 성비 불균형 등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 다민족·다문화 등의 문화적 다양성이 증대되면서 새로운 문화조류가 

형성될 것이라는 예측, 개인주의의 심화 및 가족 단위의 해체, 세계 인구 

수와 이동성 증가, 민주주의의 확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질병의 위협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여성의 지위 향상, 도시화, 노동환경 변화, 디지털 

라이프 스타일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의 미래 트렌드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 내면, 다음과 같이 크게 4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고령화와 싱글가족 증가, 여성권 신장, 세계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및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② 건강, 감성, 문화적 다양성 중시의 

사회분위기 확산, ③ 사회적 책임의 증대, ④ 고부가가치, 지식의 디지털화 등 

미래형 서비스 요구의 증가. 사회적 환경의 미래 트렌드와 이슈를 통해 

미래에는 의학 등의 발달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인구 구조가 변화하게 될 

것이며, 다양화된 개체와 개인맞춤형 서비스 요구가 증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회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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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사회적 환경 분석 결과 

미래 트렌드 미래 주요 이슈 
시사점 

키워드 미래 방향 

. 인구구조의 변화 (고령화, 성비 불균형) 

. 새로운 문화조류의 형성 (다민족, 

다문화 등 문화다양성 증대) 

. 인구증가와 자원 배분 

. 민주주의의 확산, 윤리적 의사결정, 

투명한 사회 

. 개인주의 심화, 가족 단위의 해체 

. 현금 없는 사회 

. 파편화된 사회구조 

. 전 세계 이동 인구의 증가 

.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전염병, 

유행병 등 질병의 위협 및 비만 

.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 

. 여성의 지위 향상 

. 노동환경 변화 

. 도시화 

. 디지털라이프 스타일, 지식의 디지털화 

(고령화와 싱글가족 

증가, 여성권 신장, 

세계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고령화, 개인화, 

여성지위 향상, 

이동성 증가 
▶ 의학 등의 

발달에 따른 

인구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 

 

▶ 다양화된 

개체와 개인 

맞춤형 서비스 

요구 증대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의 사회분위기 확산 

감성중시, 

건강관심 증대, 

문화다양성 증대 

사회적 책임의 

증대 

파워 시프트, 

사회적 책임, 

민주주의 확산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고부가가치, 

지식의 

디지털화 

 

4.1.2 기술적(Technological) 환경 

미래의 기술적 환경으로는 과학기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IT·BT·NT·신소재 기술 등의 융합현상 가속화, 디지털·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국가전략기술의 부상, 표준 및 지식재산권을 둘러싼 기술패권주의의 

등장, 인간중심의 컴퓨팅, 생체모방 등 바이오 경제의 도래, 

암호화·센서·외계 생태계·태양 및 풍력에너지 기술 등의 발달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기술적 측면의 미래 트렌드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 

내면, ①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② 기술 및 지식의 세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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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 증가, ③ 선도형 R&D, 국가전략기술 확보 등을 위한 탈 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④ 집단 지성 및 지적 재산의 중요도 증가에 따라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이렇게 4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기술적 

환경의 미래 트렌드와 이슈를 통해 미래에는 기술패권주의와 기술융합현상이 

가속화 되고, 인재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7와 같다. 

 

[표 7] 기술적 환경 분석 결과 

미래 트렌드 미래 주요 이슈 

시사점  

키워드  미래 방향  

. 과학기술 발전과 융합현상 

가속화 (IT, BT, NT, 신소재 기술의 

융합) 

. 디지털, 네트워크 기술의 성숙 

. 새로운 도전 : 국가전략기술의 부상 

. 기술패권주의 : 표준과 

지식재산권 

. 유비쿼터스 인텔리전스 

. 인간중심의 컴퓨팅 

. 바이오 경제의 도래(생체모방, 

종합적인 생물학) 

. 암호화 기술 

. 센서 기술 

. 태양 및 풍력 에너지 기술 

. 외계 생태계 탐구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기술 및 산업 

융합 

▶기술패권주의와 

기술융합현상 

가속화 

 

▶ 인재경쟁 

심화에 따른 

글로벌 인재확보 

중요성 증대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기술 및 지식 

세계화 

탈 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탈 추격형 

기술혁신, 선도형 

R&D, 

국가전략기술 

부상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지적 재산 중시, 

집단 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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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경제적(Economic) 환경 

미래의 경제적 환경으로는 세계 경제질서와 역학구도가 변화할 것이며, 

비즈니스 생태계 및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전 세계 통화 환율의 붕괴 및 

재생,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빈부격차의 완화, 지식 및 윤리경영 부상 등 

경영의 신조류 도래, 지식재산권 중시, 선진경제의 노동인구 부족, 노인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따른 소비패턴의 변화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경제적 측면의 미래 트렌드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 내면, ① 세계 

경제의 통합, ②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 ③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④ 실버산업, 의료산업의 등장 및 중요성 증가의 

4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경제적 환경의 미래 트렌드와 이슈를 통해 

미래에는 지식기반 사회로의 진전과 글로벌 경제로의 패러다임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8과 같다. 

 

[표 8] 경제적 환경 분석 결과 

미래 트렌드 미래 주요 이슈 
시사점  

키워드  미래 방향  

. 세계 경제질서 변화 

. 글로벌 아웃소싱 

. 세계 경제의 역학구도와 

비교우위 구조의 변동 

. 비즈니스 생태계 

. 금융시장의 패러다임 변화 

. 전 세계 통화 환율의 붕괴 및 재생 

. 지역혁신과 균형발전 

. 빈부격차의 완화 

. 경영의 신조류: 지식경영 및 윤리경영 

. 지식기반 경제의 진화, 지식재산권의 중요성 

. 에코시스템 서비스 

. 선진경제의 노동인구 부족(고령화, 저출산) 

. 소비패턴의 변화(노인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세계 경제의 통합 통합, 경쟁 

▶ 

지식기반사회로의 

진전과 글로벌 

경제의 패러다임 

변화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 

긴축재정, 성장 

둔화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저출산, 여성 

사회참여 확대, 실업, 

글로벌 인재경쟁, 

소비패턴 변화 

실버산업, 

의료산업 등장 
신산업, 고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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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환경적(Ecological) 환경 

미래의 환경적 환경으로는 에너지 수요에 증가에 따른 

에너지·환경·천연자원 문제 심화, 기후변화와 환경 및 생태학적 영향에 

따른 지속 가능한 발전의 중요성 증대, 전 세계 물부족 및 위생적인 수자원 

확보, 환경 생태주의 운동, 폐기물 처리방안 및 청정기계 수요 증대, 기후변화 

및 재해예측 기술 활용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환경적 측면의 미래 

트렌드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 내면, 다음과 같이 2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 ①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② 지구온난화 및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친환경 분야의 수요 증가. 환경적 

부문의 미래 트렌드와 이슈를 통해 미래에는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저탄소 사회로의 세계적 움직임 예상된다. 환경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9과 같다. 

 

[표 9] 환경적 환경 분석 결과 

미래 트렌드 미래 주요 이슈 

시사점  

키워드  미래 방향  

. 에너지 문제 심화(에너지 수요 증가) 

. 환경과 천연자원 문제의 심화 

. 기후변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기후변화와 환경영향, 생태학적 

재앙, 멕시코 만류의 변화) 

. 전 세계 물부족(위생적인 수자원 확보) 

. 환경파괴 저지운동, 광적 환경 생태주의 

. 폐기물 처리방안 

. 청정기계 수요 증대 

. 재해예측 시스템의 활용, 기후변화 대응기술 

자원·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에너지 자원 

고갈, 

대체에너지 

및 신소재 

개발 

▶ 

지구온난화 

및 

자원고갈과 

환경오염 

문제 해결을 

위한 저탄소 

사회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그린/친환경, 

신재생, 환경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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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정치적(Political) 환경 

마지막으로 미래의 정치적 환경으로는 국제 범죄조직 확산, 대량 살상무기 

및 테러리즘 공포의 증대 등 새로운 국제 안보이슈의 등장,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 전망,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 및 장기적 시각에 기반한 

정책 결정, 아시아 및 중동의 정치적 불안, 중국의 급부상 및 유럽의 분리 등 

세계의 신 정치질서, 인터넷 범죄 등 가상체계 범죄, 작은 정부 및 군인력의 

감소, 탈 정치화 등의 트렌드가 제시되었다. 이러한 정치적 측면의 미래 

트렌드를 통해 주요 이슈들을 도출해 내면, ① 세계경제 다극화의 가속과 

양극화 심화 해결방안 필요, ② 국가안보 위협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 도모, ③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④ 국제적 복지 

지원의 4 가지로 정리해 볼 수 있다. 정치적 환경의 미래 트렌드와 이슈를 

통해 미래에는 국제사회의 다극화로 인한 기회와 위협이 증대될 예상된다. 

정치적 환경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면 아래 표 10와 같다. 

 

[표 10] 정치적 환경 분석 결과 

미래 트렌드 미래 주요 이슈 
시사점  

키워드  미래방향 

. 새로운 국제 안보이슈의 등장(국제 

범죄조직 확산, 테러 공포 증대) 

. 남북한 경제협력 및 통합 전망 

. 장기적 시각에 입각한 정책결정 

. 불확실성 하의 의사결정 역량 제고 

. 테러리즘과 대량 살상무기 사용 억제 

. 정치적 불안(아시아의 정치적 

불안요소, 중동의 미래) 

. 세계의 신 정치질서(중국의 급부상, 

유럽에서의 분리) 

세계경제 다극화 

및 양극화 심화 

해결방안 필요 

국제화, 

국제경제 

양극화, 

통상분쟁 
▶국제사회의 

다극화로 

인한 기회와 

위협 

국가안보위협 

문제(테러리스트, 

특정집단, 대량살상무기 

등)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 도모 

국가 

안보이슈, 

정치적 불안, 

가상범죄, 

교류․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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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체계 범죄(인터넷 범죄) 

. 작은 정부, 군인력의 감소 

. 탈 정치화 

. (식량, 전염병, 생물 등은 국가안보 

이슈에도 해당되므로 사회범주와 중복)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국제적 복지 지원 

신자원전쟁, 

글로벌 

복지향상, 

전염병 정복 

 

 

4.1.6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상 

지금까지 사회, 기술, 경제, 생태, 정치적 측면에서 살펴본 미래의 

거시환경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지 분석하여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또는 대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 각 부문별 글로벌 미래 트렌드와 주요 

이슈들을 기반으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상을 예측해보면, 먼저 

세계경제가 통합되고 국경의 의미가 없어지면서 해외 기술이전사업화가 아닌 

글로벌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활성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에 따라 글로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중시될 수 있다. 

또, 지식기반 사회로 진전됨에 따라 지식기반 기술시장이 활성화 될 것이고 

기술패권주의 시대의 도래로 지식재산권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고령화 및 인구구조변화에 따라 실버산업·바이오산업 등 해당 기술분야의 

투자가 강화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한 새로운 방향으로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와 함께,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도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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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AHP 분석결과 

 

4.2.1 설문 회수결과 

2012 년 5 월 14 일부터 25 일까지 2 주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총 

100 부의 설문지 중 42 부가 회수되어 회수율이 50% 미만인 42%에 

머물렀다. 따라서, 당초 설문계획에 따라 1 주일간 설문기간을 연장하여 미 

응답자를 대상으로 재설문 요청을 하여 회수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2012 년 

6 월 1 일까지 총 3 주간 설문을 실시한 결과 최종적으로 60%의 회수율을 

보였다. 설문대상자의 소속기관별로 분류하여 회수된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의 

표 11과 같다. 

 

[표 11] 설문 회수결과/ 회수율  

구분 설문부수(부)/(%) 
1 차  

회수결과 (부) 

2 차 추가  

회수결과 (부) 
총계(부) 

산업체 25 10 8 18  

대학교 25 7 4 11 

연구기관 40 22 6 28 

정부부처 10 3 0 3 

합계 100 42 18 60 

 

4.2.2. 일반 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설문대상자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범위를 어디까지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하게 되는 주요 요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다음의 표 1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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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일반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구분 내용 비고 응답자(명(%) 

일반 인식수준 

1.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범위의 인식 

1. 기술의 전주기에 해당 48 (80%) 

2. 기술이전/상용화 단계만 

해당  
12 (20%) 

2.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패러다임) 

변화의 주요 요인 

1. 국가 혁신정책 15 (25%) 

2. 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18 (30%) 

3. 대내여건 및 미시환경 8 (13.33%) 

4. 대외여건 및 거시환경 19 (31.67%)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범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0%가 기술의 전주기에 

해당한다고 답변을 하였다. 응답자의 20%만이 기술기획-기술개발-

기술이전-상용화-제조/생산-판매의 기술 주기 중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은‘기술이전-상용화’단계에만 관련된 정책에 해당한다고 응답하였다.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하게 되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대외여건 

및 거시환경의 변화(31.67%), 기술정책의 패러다임 변화(30%), 국가 

혁신정책의 변화(25%), 대내여건 및 미시환경의 변화(13.33%) 순으로 

나타났다. 근소한 차이이기는 하지만, 설문 응답자들도 본 연구의 연구자와 

마찬가지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하게 되는 요인으로 다른 

요인들보다 대외여건 및 거시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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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AHP 설문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4.2.3.1. 논리적 일관성 검증결과 

설문 문항별로 나타나는 일관성 비율(CR) 중 하나의 문항이라도 일관성 

비율이 0.2 보다 클 경우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설문자료로 간주하여,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 결과 회수된 60 부의 설문지 중 24 부의 유효자료를 

획득하여 분석 자료로 활용하였다. 김정석 & 이영덕(2009)이 AHP 설문 

특성상 해당 분야의 최상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다수의 응답자보다는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처럼, 

24 부의 유효 분석자료가 수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을뿐더러 의미 있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다.  

 

논리적 일관성 검증을 하여 응답자군 별로 유효 설문자료 분포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또한, 응답자군별 특징을 살펴보면, 산업체에서는 대다수가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컨설팅 및 거래기관에 소속되어 있었고, 대학교에서는 

기술경영 관련학과의 교수직에 있는 전문가들이었다. 연구기관에서는 

산업기술 및 지식재산의 이전사업화 정책을 수립∙기획∙실행하는 공공기관에, 

정부에서는 산업기술 및 특허의 이전사업화를 담당하는 부처에 속해있었다.  

 

[표 13] 응답자군별 유효 설문자료 분포 

구분 회수/전체설문(부) 유효 설문(부) 회수설문 분포(%) 

산업체 18/25  7 29.17 

대학교 11/25 6 25 

연구기관 28/40 9 37.5 

정부부처 3/10 2 8.33 

합계 60/100 24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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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2. 판단기준별 중요도 분석결과 

본 연구의 목표인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대해, 5 개의 상위 

판단기준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항목을 비교하여 10 번의 쌍대 비교를 실시하였다. 응답자별 가중치를 

구한 뒤 기하평균을 이용하여 종합한 결과, 기술적 요인에 대한 가중치가 

0.356 으로 가장 높았고, 경제적 요인(0.262), 환경적 요인(0.142), 정치적 

요인(0.127), 사회적 요인(0.113)이 뒤를 이었다. 각 상위 항목별 하위 

항목의 평가요소에 대한 상대적 가중치와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4.2.3.2.1. 사회적 요인  

사회적 요인의 4 가지 하위 판단기준인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사회적 책임의 

증대’,‘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항목을 6 번 쌍대 비교한 결과, 각각의 

가중치는 0.288, 0.228, 0.154, 0.331로 나타났다. 사회 부문에서 미래 주요 

이슈 중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하는데 있어서 미래형 서비스의 

요구가 증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며, 그 다음으로는 고령화와 싱글가족 증가, 

여성권 신장, 세계 이동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가 

중요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의 사회분위기 

확산, 마지막으로 사회적 책임의 증대가 중요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4.2.3.2.2. 기술적 요인 

기술적 요인의 하위 판단기준인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탈 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항목을 비교한 결과, 각각의 가중치는 

0.487, 0.185, 0.214, 0.113 으로 나타났다. 4 개 항목 중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이 가속화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타났다. 나머지 3 개 항목인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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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가 크지 않은 정량적 차이로 2, 3, 4 위의 상대적 중요도 및 

우선순위를 나타내고 있다. 

 

4.2.3.2.3. 경제적 요인 

경제적 요인의 4 가지 하위 판단기준인‘세계경제의 통합’,‘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실버산업, 의료산업의 중요성 증대’항목을 쌍대 비교한 결과, 

각각의 가중치는 0.342, 0.253, 0.205, 0.200 으로 나타났다. 4 개 항목 중 

세계경제의 통합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타났고, 나머지 3 개 항목이 근소한 차이로 중요도를 나타내고 

있다.  

 

4.2.3.2.4. 환경적 요인  

환경적 요인은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그리고‘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2 개 항목을 비교한 결과, 상대적 중요도가 

0.352, 0.638 로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가 증가하는 것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타났다.  

 

4.2.3.2.5. 정치적 요인 

정치적 요인의 하위 판단기준인‘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 심화 

해결방안 필요’,‘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 

도모’,‘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국제적 복지 

지원’항목을 비교한 결과, 각각의 가중치는 0.396, 0.160, 0.240, 

0.203 으로 나타났다. 정치 부문의 4 개 미래 주요 이슈 중 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 심화 해결방안 필요 항목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타났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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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는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국제적 복지 지원이 

중요할 것으로 나타났고, 마지막으로 테러리스트, 특정집단, 대량살상무기 등 

국가안보위협 문제 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 도모 이슈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나타났다. 상위 판단기준과 세부 

판단기준의 유효 응답자들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표로 정리하면 

아래의 표 14과 같다.  

 

 [표 14] AHP 설문항목에 대한 설문결과  

상위 판단기준 하위(세부) 판단기준 

지표 중요도 순위 지표 중요도 순위 

사회적 

요인 
0.113 5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0.288 2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 0.228 3 

사회적 책임의 증대 0.154 4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0.331 1 

기술적 

요인 
0.356 1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0.487 1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0.185 3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0.214 2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0.113 4 

경제적 

요인 
0.262 2 

세계경제의 통합 0.342 1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 0.253 2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0.205 3 

실버산업, 의료산업의 중요성 증대 0.200 4 

환경적 

요인 
0.142 3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0.362 2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0.63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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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 
0.127 4 

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0.396 1 

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모 0.160 4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0.240 2 

국제적 복지 지원 0.203 3 

전체적 일관성 비율 = 0.00403 

 

4.2.3.3. 종합화와 정책 변화 방향 우선순위 

 

4.2.3.3.1. 상위 항목의 종합 우선순위 

본 연구의 목표인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변화 방향에 대해, 5 개의 

상위 판단기준인 사회적 요인, 기술적 요인,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5 개 상위 항목의 종합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를 그래프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0 0.1 0.2 0.3 0.4

정치적 요인

환경적 요인

경제적 요인

기술적 요인

사회적 요인

0.127

0.142

0.262

0.356

0.113

 

[그림 6] 상위 항목의 종합 우선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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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2. 하위 항목의 종합 우선순위 

각 범주 또는 상위 항목의 가중치와 18 개 세부 기준들의 가중치를 곱하여 

하위 항목의 종합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는 아래 표 15 와 같고, 이를 

우선순위별로 나열하여 그래프로 도식화한 결과는 그림 7과 같다. 

 

[표 15] 하위 항목의 종합 우선순위  

상위 

판단기준 
하위(세부) 판단기준 

지표 지표 
복합가중치 

중요도 
순위 

사회적 

요인 

(0.113)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0.288) 0.032544 13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 (0.228) 0.025764 16 

사회적 책임의 증대 (0.154) 0.017402 18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0.331) 0.037403 12 

기술적 

요인 

(0.356)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0.487) 0.173372 1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0.185) 0.06586 6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0.214) 0.076184 4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0.113) 0.040228 11 

경제적 

요인 

(0.262) 

세계경제의 통합 (0.342) 0.089604 3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0.253) 0.066286 5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0.205) 0.05371 7 

실버산업, 의료산업의 중요성 증대 (0.200) 0.0524 8 

환경적 

요인 

(0.142)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0.362) 0.051404 9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0.638) 0.09059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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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적 

요인 

(0.127) 

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0.396) 0.050292 10 

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모(0.160) 
0.02032 17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0.240) 0.03048 14 

국제적 복지 지원 (0.203) 0.025781 15 

 

 

0.017402

0.02032

0.025764

0.025781

0.03048

0.032544

0.037403

0.040228

0.050292

0.051404

0.0524

0.05371

0.06586

0.066286

0.076184

0.089604

0.090596

0.173372

0 0.02 0.04 0.06 0.08 0.1 0.12 0.14 0.16 0.18 0.2

사회적 책임의 증대

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모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

국제적 복지 지원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실버산업, 의료산업의 중요성 증대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세계경제의 통합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그림 7] 하위 항목의 종합 우선순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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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3.3. 대안의 종합 우선순위 

마지막 계층인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변화 방향을 예측한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를 도출한 결과는 아래 표 16 과 같다. 4 가지 대안인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지식재산권 강화 정책, 고령화·인구구조 

관련 기술분야 투자 강화,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 

강화의 상대적 중요도를 종합하면 0.127, 0.312, 0.123, 0.438 로 나타났다. 

먼저,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대안이 1 순위로 나타났고, 2 순위로는 기술패권주의 시대의 도래에 따라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의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 3 순위는 글로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고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실버산업, 바이오 

기술 산업 등 관련 기술분야의 투자가 강화될 것이라고 나타났다. 

 

[표 16] 대안의 종합 우선순위 결과  

평가 결과 

대안 중요도 순위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0.127 3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0.312 2 

고령화, 인구구조 관련 기술분야 투자 강화 0.123 4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 강화 0.438 1 

전체적 일관성 비율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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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4. 응답자군별 종합화 분석결과 

 

유효 설문분석 대상인 24 명의 전문가들의 소속 영역별로 나누어 

응답자군 별로 특징 또는 차별점이 있는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상위 

항목의 종합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응답결과가 특징적이었다. 대부분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사회적 요인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를 나타낸 반면, 정부기관 응답자들은 정치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다. 정치적 요인(0.274) 다음으로는 경제적(0.273), 

기술적(0.245), 사회적(0.124), 환경적 요인(0.084) 순으로 상대적 중요도가 

나타났다.  

 

하위 항목에 대한 종합 우선순위 결과를 살펴보면, 대학교 소속 

전문가들을 제외하고는 각 응답자군별로 특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먼저 

산업체에 소속된 응답자들의 결과를 살펴보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있어서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와 같이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적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가 

높게 나타났고,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와 같은 환경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의 높지 않게 나타났다. 반대로, 연구기관 소속의 전문가들은 환경적 

세부 항목들이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정부기관 소속 전문가들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경제 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등 정치적 세부 항목들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나타내었다.  

 



49 

 

마지막으로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또는 대안의 종합화 결과를 

살펴보면, 정부기관 소속 응답자들만이 특징적인 결과를 보여주었다. 전체 

유효 설문 데이터 분석결과 및 산, 학, 연 전문가들의 설문데이터 분석결과 

모두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은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을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응답한 반면, 정부기관 

전문가들은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항목을 가장 중요한 

대안으로 응답하였다. 아래 표 17 부터 표 20 에 각 응답자군별로 상위, 하위, 

대안의 상대적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종합화하여 정리하였다. 

 

[표 17] 산업체 소속 응답자의 종합화 결과  

상위 

판단기준 
하위(세부) 판단기준 

지표 지표 
복합가중치 

중요도 
순위 

사회적 

요인 

(0.154)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0.340) 0.05236 9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 (0.204) 0.031416 15 

사회적 책임의 증대 (0.136) 0.020944 17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0.320) 0.04928 10 

기술적 

요인 

(0.312)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0.449) 0.140088 1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0.223) 0.069576 6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0.197) 0.061464 8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0.132) 0.041184 12 

경제적 

요인 

(0.288) 

세계경제의 통합 (0.262) 0.075456 3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0.235) 0.06768 7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0.251) 0.072288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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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버산업, 의료산업의 중요성 증대 (0.252) 0.072576 4 

환경적 

요인 

(0.120)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0.300) 0.036 14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0.700) 0.084 2 

정치적 

요인 

(0.127) 

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0.340) 0.04318 11 

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모(0.130) 
0.01651 18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0.319) 0.040513 13 

국제적 복지 지원 (0.211) 0.026797 16 

대안 중요도 순위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0.116 4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0.278 2 

고령화, 인구구조 관련 기술분야 투자 강화 0.155 3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 강화 0.452 1 

 

[표 18] 대학 소속 응답자의 종합화 결과  

상위 

판단기준 
하위(세부) 판단기준 

지표 지표 
복합가중치 

중요도 
순위 

사회적 

요인 

(0.109)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0.211) 0.022999 16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 (0.264) 0.028776 14 

사회적 책임의 증대 (0.221) 0.024089 15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0.304) 0.033136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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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적 

요인 

(0.345)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0.541) 0.186645 1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0.146) 0.05037 8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0.194) 0.06693 4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0.120) 0.0414 10 

경제적 

요인 

(0.265) 

세계경제의 통합 (0.246) 0.06519 5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  (0.170) 0.04505 9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0.208) 0.05512 6 

실버산업, 의료산업의 중요성 증대 (0.376) 0.09964 3 

환경적 

요인 

(0.161)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0.237) 0.038157 11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0.763) 0.122843 2 

정치적 

요인 

(0.121) 

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0.442) 0.053482 7 

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모(0.142) 
0.017182 17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0.134) 0.016214 18 

국제적 복지 지원 (0.282) 0.034122 12 

대안 중요도 순위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0.186 3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0.315 2 

고령화, 인구구조 관련 기술분야 투자 강화 0.149 4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 강화 0.3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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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9] 연구기관 소속 응답자의 종합화 결과  

상위 

판단기준 
하위(세부) 판단기준 

지표 지표 
복합가중치 

중요도 
순위 

사회적 

요인 

(0.084)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0.362) 0.030408 11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 (0.224) 0.018816 15 

사회적 책임의 증대 (0.114) 0.009576 18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0.300) 0.0252 14 

기술적 

요인 

(0.424)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0.473) 0.200552 1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0.175) 0.0742 6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0.265) 0.11236 2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0.087) 0.036888 9 

경제적 

요인 

(0.229) 

세계경제의 통합 (0.455) 0.104195 3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 (0.266) 0.060914 7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0.157) 0.035953 10 

실버산업, 의료산업의 중요성 증대 (0.122) 0.027938 12 

환경적 

요인 

(0.158)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0.527) 0.083266 4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0.473) 0.074734 5 

정치적 

요인 

(0.105) 

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0.403) 0.042315 8 

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모(0.178) 
0.01869 16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0.257) 0.026985 13 

국제적 복지 지원 (0.162) 0.0170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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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 중요도 순위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0.112 3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0.296 2 

고령화, 인구구조 관련 기술분야 투자 강화 0.092 4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 강화 0.500 1 

 

[표 20] 정부기관 소속 응답자의 종합화 결과  

상위 

판단기준 
하위(세부) 판단기준 

지표 지표 
복합가중치 

중요도 
순위 

사회적 

요인 

(0.124) 

소비패턴 및 라이프스타일 변화 (0.176) 0.021824 18 

건강, 감성, 다양성 중시 사회분위기 확산 (0.179) 0.022196 17 

사회적 책임의 증대 (0.243) 0.030132 14 

미래형 서비스 요구 증가 (0.402) 0.049848 9 

기술적 

요인 

(0.245)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 (0.483) 0.118335 2 

지식의 세계화 요구 증가 (0.232) 0.05684 7 

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0.135) 0.033075 12 

핵심인재 양성 필요성 증대 (0.150) 0.03675 11 

경제적 

요인 

(0.273) 

세계경제의 통합 (0.386) 0.105378 3 

재정 및 성장둔화 문제 심화 해결노력 필요 (0.298) 0.081354 4 

노동인구 구조변화 및 인재경쟁 심화 (0.195) 0.053235 8 

실버산업, 의료산업의 중요성 증대 (0.121) 0.03303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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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적 

요인 

(0.084) 

자원 및 에너지 확보경쟁 심화 (0.309) 0.025956 15 

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  (0.691) 0.058044 6 

정치적 

요인 

(0.274) 

경제다극화 가속 및 양극화심화 해결방안 필요  (0.536) 0.146864 1 

국가안보위협 문제해결을 위한 범세계적 

협력도모 (0.140) 
0.03836 10 

동북아의 정치적 입지 강화에 대한 대응  (0.238) 0.065212 5 

국제적 복지 지원 (0.085) 0.02329 16 

대안 중요도 순위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0.079 4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정책 0.463 1 

고령화, 인구구조 관련 기술분야 투자 강화 0.095 3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 강화 0.363 2 

 

4.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 및 정책적 함의 

본 연구는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가 어떠한 대외여건 및 

거시환경에 의해 변할 것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할 것인지 예측하는 데 

대한 연구목표를 가지고 진행되었다. 하지만, 설문 분석을 통하여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에 있어서 주요 동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수준도 살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자가 

인식하는 것처럼 설문자들 또한‘대외여건 및 거시환경’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평가했지만, 유사한 수준으로‘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자체 

그리고‘국가 혁신정책’도 중요한 요인들로 평가되었다. 기술정책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을 포괄할 수 있는 상위 개념의 정책이고,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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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정책은 지식기반 기술이 국가의 핵심 자산이 된 현재의 지식기반사회에서 

국가 기술정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결국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또는 패러다임이 변하는 데 있어서 국가 혁신정책과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또한 함께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국가혁신시스템(NIS)의 

시기별 정책 변화와, 국내 기술정책의 변화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를 분석한 이전 연구자들(손수정 외, 2009; 이영덕, 2010; 권영관, 

2011)의 판단과 일치한다. 

 

실제로 국내에서 2000 년 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고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들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기에 앞서서 국가 혁신 정책과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가 큰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1960~70 년대에는 

국가혁신을 위해 정책적으로 중화학공업 위주의 산업계에 필요로 하는 

과학기술을 직접 개발하고자 관련 법, 진흥기관, 연구소, 연구단지 등을 

제정하여 국내 R&D 와 기술수준을 높이고자 하였다(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한편, 1980~90 년대로 넘어가면서 창조적 

원천기술을 위한 지원 및 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의 시기 등을 

거치면서, 과학기술성과를 활용하고 확산하여 선진경제로 진입하고자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 이와 같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태동하게 된 

배경에 있었던 국가의 혁신정책,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등을 살펴볼 때,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를 예측하는데 있어서도 대외여건 및 

거시환경과 더불어 국가의 기술혁신 정책 및 기술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그 

자체 또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설문을 통해 분석한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 예측결과 

측면에서 살펴보면, 현재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방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즉, 하위 판단기준의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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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만 보더라도, 제 4 차 기술이전사업화 촉진계획의 정책 방향과 크게 

다르지 않다.‘기술 및 사업의 융·복합 현상 가속화’,‘국제환경 규제 및 

그린, 친환경분야 수요 증가’,‘세계 경제의 통합’,‘탈추격형 기술혁신 

필요성 증대’ 순으로 하위 판단기준의 중요도가 나타난 것은, 현재 IT 를 

기반으로 한 기술 융·복합 및 지식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녹색성장혁명 

및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고자 하는 정책 그리고 개방형 연구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국외 공동연구 및 기술이전사업화 지원강화를 하려는 정책 

방향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설문의 마지막 계층인 대안 부분 역시,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의 중시, 고령화․인구구조 관련 기술분야 투자 강화와 같은 기존과 다른 

새로운 정책 변화 방향 보다는 기존부터 강조되어 왔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이 강화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했다. 이는 글로벌 

위기극복을 위해 국가발전의 패러다임으로 제시된‘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적 요구 7 를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양현모(2011)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정책이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자리매김하고 향후 

중장기적 발전로드맵 수립에 활용되기 위해서는 그 동안의 추진정책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조사, 분석 및 평가가 이루어져서 시장에서의 수요와 

다양한 정책기능들 간의 연결고리를 재검토하고 기존 추진정책들의 필요성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제언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 예측하고자 

하는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변화 방향은 글로벌 거시환경 및 

                                            

 

 
7

 이장재 외(2011)는 세계 경제의 침체 속에서의 돌파구로 ‘저탄소 녹색성장’ 

패러다임이 제안이 되었고, 동 패러다임이 갖는 의미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① 정부 R&D 를 기초 및 원천연구 중심의 배분구조로 개선하여 개인의 창의적 연구, 

고위험·고수익 기초 및 원천연구 확대, 장기·안정적 연구에 대한 지원 강화, ② 미래 

먹거리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녹색기술 및 융합 신산업 서비스업에 대한 투자 확대, ③ 

글로벌 인재영입 및 활용, R&D 추진방식 및 제도 전환 등 글로벌 개방형 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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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이슈들을 반영한 새로운 전망과 함께 과거와 현재의 정책 방향 역시 

중요함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설문 응답자 소속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결과를 비교해 본 결과 

응답자군별로 특징 또는 차별점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정부기관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를 보면 정치적 요인을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꼽았는데, 이러한 결과는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치적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정부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체에 

소속된 전문가들의 응답결과는 다른 응답자군과는 달리 매출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사회적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였고, 환경적 요인의 

상대적 중요도는 높지 않게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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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5.1 연구결과 요약 

본 연구는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또는 패러다임의 변화 동인이 되는 

거시·대외환경을 분석하여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STEEP 분석을 통해 

메가 트렌드 및 거시환경 분석을 하고, STEEP 분석 결과를 토대로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하여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을 예측하고자 하였다.  

 

STEEP 의 5 개 범주인 사회적, 기술적, 경제적, 환경적, 정치적 환경 

부문에 맞게 글로벌 메가 트렌드 및 미래 이슈들을 정리한 후, 트렌드들 간의 

연관성을 이해하여 주요 이슈들, 키워드, 미래 방향을 도출해 내었다. 이렇게 

도출해 낸 거시환경 분석 결과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에는 

어떠한 연관성을 가질지 분석하여 정책 방향을 도출하였다.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 변화상으로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중시,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정책, 고령화 및 인구구조 관련 기술분야 투자 

강화와 같은 새로운 측면과 함께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 강화 이렇게 크게 4가지 방향이 제시되었다. 

 

기술이전사업화백서(지식경제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0)에서 

전망하는 것과 같이 R&D 활동에 대한 투자가 특허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출 증대와 같은 성과 측면이 중시되면서 첨단기술 및 중급기술의 

기술수출이 활성화 될 것이다. 그리고, 글로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해 

개발도상국 대상으로 국내 미활용 기술의 이전 및 공여형(ODA) 서비스 통합 

상품으로 지원하는 등의 전략적 차원의 정책도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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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들이 장기적으로는 미래 자원확보를 위해 대개도국과의 전략적이며 

호혜적인 기술협력이 이미 가시화되고 있는 현상을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정책도 이러한 흐름에 맞추어 변화할 것임을 예측해 볼 수 있다. 두 번째로, 

기술혁신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세계적으로 지식자산에 대한 중요성 또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인데, 기술유출 및 지식자산의 보호 측면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일 것으로 예상된다. 세 번째 변화상으로 

인구의 고령화 및 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해당 기술분야의 

투자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기기, 뇌과학 등 바이오 기술뿐만 

아니라 실버산업 관련 분야의 시장수요를 고려한 R&BD 활동의 증가와 함께 

이러한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산업의 중요성 증대가 투자와 

연계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개방형 혁신 개념과 기술의 융복합화 추세가 

가속화 되어, 기존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글로벌 기술경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기술혁신을 위한 노력은 

기업이나 국가차원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요건이 되었다. 따라서 개방형 

혁신활동과 함께 기존 산업의 기술간 융복합화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이전사업화 관련 산학연관 100 명을 대상으로 AHP 설문을 실시한 

결과, 설문 응답자들도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이 변하게 되는 요인으로 

대외여건 및 거시환경의 변화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회수된 설문지 중 일관성이 유지된 설문자료를 활용하여 AHP 

설문항목에 대한 결과를 분석한 결과, 기술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하였고,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정치적 요인, 사회적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각 상위 판단기준에 대해 세부 판단기준을 쌍대 비교하여 

상대적 가중치를 나타내었고, 마지막으로 각 범주, 즉 상위 항목의 가중치와 

하위 판단기준들의 가중치를 곱하여 하위 항목의 복합 가중치와 우선순위를 

도출하고, 마지막 계층인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변화 방향을 예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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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기존의 Open Innovation 및 융복합 기술육성 정책이 더욱 강화될 

것이라는 대안이 1 순위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기술패권주의 시대의 

도래로 지식재산권 보호 정책이 강화 될 것이며, 3 순위는 글로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공여형(ODA) 기술이전사업화 정책이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되었다. 고령화 및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실버산업, 바이오 기술산업 등 

관련 분야의 투자가 강화될 것이라는 대안은 가장 낮은 중요도를 보였다.  

 

본 연구를 통해 미래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의 변화를 예측하는 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을 수도 있다. 예측이라는 것 자체가 불확실한 미래를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래에 일어날 실현 가능성이 높은 

주요 이슈들과 시사점을 도출해 내고, 이러한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낮추고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시도해 본다는데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설문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증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우선,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의 기준을 

설정하고, 그 기준에 적합한 대상을 직접 찾거나 이들 전문가의 추천을 받아 

설문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설문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설문자의 직위, 

근무연수, 업무를 기입하도록 하여, 본 연구의 연구자가 세운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의 기준에 맞는지 재확인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응답자마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위 항목을 기입하여, 응답결과 만을 가지고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인지 검증하기는 어려웠다. 예를 들면, 일부 응답자는 과거에 

기술이전사업화 분야의 오랜 경험을 가지고 있더라도 이직이나 다른 부서로 

이동한 후에 현재 소속된 기관 또는 부서 기준으로 업무 및 근무연수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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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입하였다. 따라서 설문대상자의 적합성 여부를 재검증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둘째로, AHP 설문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과정 중에 한계가 존재한다. 

설문 응답자인 60 명 가운데 24 명만이 일관성 있는 답변을 한 것으로 

간주하고 나머지 36 명의 설문은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자료로 간주하여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36 명의 설문은 일부 응답항목을 

빠뜨린 경우, 쌍대 비교하여 양쪽에 모두 점수를 부여한 경우, 또한 

전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답하지 못한 경우, 즉 일관성 지수가 0.2 이상이 

나타난 경우에 해당된다. AHP 설문이 해당분야의 최상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므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24 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분석자료가 수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고 의미 있는 데이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건상의 제약으로 다른 36 명의 응답자들에게 재설문을 요청하여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한 문항들에 대해 다시 설문결과를 받아 일관성을 높여 

더 많은 유효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재설문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ExpertChoice 소프트웨어에서 제공되는 일관성 검증기능을 

활용하여 자동으로 일관성이 유지되지 못한 판단값을 찾아 최적의 해를 

구하여 일관성이 유지된 결과값을 가지도록 판단값을 조정할 수도 있으나, 

설문 응답자의 의견 및 직관적 판단을 존중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판단값을 

조정하지 않았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여 보다 높은 연구의 

타당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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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 설문양식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대학교 기술경영경제정책대학원 김연배 교수님 연구팀의 

김혜민입니다. 먼저 바쁘신 줄 알면서도 설문을 요청드리게 되어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설문은 미래 기술이전사업화 정책 패러다임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학술적 차원의 연구조사로써 사회 각계의 기술이전사업화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기에 제시된 설문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AHP(계층화의사결정법)에 의한 

쌍별 비교의 의사결정방식을 적용코자 한 것이어서 직관적이되 일관성 있는 

응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시어 연구가 차질없이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회신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댁내 평안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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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과정 김혜민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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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live in an era of uncertainty and an environment where 

sudden changes occur. In order to cope with these situations wisely 

and strategically, there is a growing sense of awareness in 

establishing future strategies and plans at both enterprise and national 

level (Jung, J.H., 2006). Technology-related policies also draw 

issues through future foresight and suggest the medium and long-

term policy direction in respond to the rapidly growing uncertainty 

and changing technology cycle.  

Examining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of Korea which started in the year 2000 in earnest, we can 

observe that the policy reflects rapidly changing environment and 

technology cycle. At first, the medium and long-term policy used to 

be established at five-year intervals, but it becomes three-year 

intervals; as a R&D paradigm changed from internal or closed-

innovation to open innovation, the policy becomes to emphasize an 

overseas collaborative R&D and the reinforcement of a global 

network; the rising importance of technology convergence and 

integration as well as green technology brings rich investment 

programs to the related fields (MKE & KIAT, 2010); as the mar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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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demander-oriented atmosphere has diffused in an innovation 

policy, the paradigm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also 

changed from supplier-oriented to demander-oriented side (MKE, 

2011). If so, how th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direction will be changed in the future and which external 

environments and global mega-trends will affect the dire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oresee the direction of the future policy 

and the key drivers of the change. 

The methodology used for the study is STEEP(Social, 

Technological, Economic, Ecological, and Political Analysis) for the 

macro-environment analysis and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analysis for future foresight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direction. The AHP survey is carried out to 

100 experts related to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in 

industry, academia, research field, and government bodies.  

 The AHP survey demonstrated that the technological factor 

among 5 STEEP categories showed the highest weighted value, 

followed by economic, ecological, political, and social factors. The 

important factors of the subordinate criteria were shown as follows; 

‘acceleration of technology and business convergence and integration’, 

‘increase in global environment regulation and the demand of gre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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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friendly field’, ‘global economic integration’, ‘growing necessity 

of post catch-up technology innovation’ in order. The final result of 

4th hierarchy of AHP survey showed that the future direc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would expect to 

further reinforce the open innovation and technology convergence and 

integration policy, move toward the consolidation of protecting 

Intellectual Property Right due to the advent of the technology 

hegemony era, and emerge of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type of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policy in order to 

solve global common problems. Lastly, the result showed that the 

investment on silver and bio-technology industry would be reinforced 

for the preparation of aging society and demographic changes. 

Through the AHP survey analysis, the foreseeing result of the 

future direc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appears not to upset the existing policy issues. This implies that the 

future policy direction is importantly influenced by past and present 

policies as well as the prospective outlook reflecting global macro-

environments and future issues.  

Foreseeing the future direction or paradigm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through this study may not 

seem realistic, because the subject of forecasting itself is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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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certain future. However, this study has a meaning of in the sense 

that we can attempt to manage the uncertainty and sudden changes of 

the future by presenting the future direction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which is designed to cope with the high 

possibilities and major issues that are drawn by future analysis.  

 

 

Keywords :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policy, 

Macro-environmental analysis, AHP, Future fores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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