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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20세기 후반, 중국, 대만, 한국 등을 포함한 개발 도상국들은 선진국에 비

해 저렴한 노동력과 적극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저렴한 양질의 상품 제조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상품 무역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하지만 국제적으로 

기술료에 대한 법적 지원이 확립되고 기술 무역수지 적자가 중요한 국가적 문

제가 되면서, 원천기술 도입 전략에서 원천기술 개발 전략으로 많은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정부에서도 교육과학기술부 소관으로 원천기술개발사

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0년에만 3,549억원, 1982년도부터 2009년까지 누

적 총 7조 835억원을 이 사업에 투자하였다. 이러한 원천기술 개발 프로그램

에 민간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도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바라본 원천기술 도입 전략과 원천기술 독자 

개발 전략간 경제성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상황에 따른 기업 전략을 제시하고, 

원천기술 개발에서의 정부의 역할을 재조명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문제 의식

을 기반으로 국내 원천기술 중 대표적 사례로 손꼽히는 와이브로 기술과 동시

대에 경쟁하고 있는 LTE 기술에 대하여 실물 옵션 평가 방법(ROV)을 이용

한 경제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원천기술 개발 전략 예라고 할 수 있는 와이브로와 원

천기술 도입 전략의 예라고 할 수 있는 LTE의 경제성을 사후적으로 평가했

을 때, 현 상황하에서 원천기술인 와이브로의 경제성은 거의 확보하기 힘듬을 



iv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원천기술 개발이 국제 표준으로 등록될 가능성이 낮

다는 점, 그리고 와이브로가 표준 기술간의 경쟁에서 사실상의 표준으로 자리

매김하는데 실패한 점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 그러므로 원천기술 개발에 있어

서 정부의 R&D 비용 지원보다는 국제 표준 채택 확률의 개선과 국제적으로 

민간 기업간 공감대 형성을 통해 보유 기술이 시장 지배적인 기술로 자리잡는 

데에 더 큰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원천기술 개발의 경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로열티율보다 해당 기술 특허의 실질 효력 기간을 늘리

는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주요어 : 실물옵션, 원천기술, 이동통신기술, 와이브로, LTE, 로열티 

학  번 : 2010-21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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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 배경 

20세기 후반, 한국, 중국, 대만 등을 포함한 개발 도상국들은 선진국에 비

해 저렴한 노동력과 적극적인 기술 도입을 통해 저렴한 양질의 상품 제조에 

힘을 기울임으로써 상품 무역에서 많은 성공을 이루었다. 산업화에 발을 내디

뎠던 당시, 누적 자본과 기술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개발 도상국에게 있어서 

높은 비용이 필요한 기초 원천기술 개발보다는 해외로부터 원천기술을 도입하

여 개량 및 상용화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전략이었다(문광순, 2010). 하지만 국

제적으로 기술 가치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고 특허의 법적 권리가 국제적으로 

강화되면서, 개발 도상국들은 기술 집약적인 상품 생산을 위해서는 높은 

R&D 비용을 사용하여 직접 기술을 개발하거나 또는 기술 도입을 위해 높은 

기술료를 기술 선진국에 지불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이민형, 2009). 

이외에도 특허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기업 또는 국가간 

공동 R&D를 추진하는 등 개발 도상국들이 추진하고 있는 기술 확보 전략은 

다양하지만, 각각의 전략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국내에서도 기존의 catch-up 전략이 한계를 보이면서 독자적인 원

천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꾸준히 주장되어왔다(이광호 외, 2009). 원천기술 확

보는 국가적 고민이기도 하지만, 개별 산업에서 극한의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는 기업 입장에서도 시장 점유율 확대와 더불어 기업 생존에까지 직결되는 

주요한 문제이다. 이는 특허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급격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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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특허사냥꾼(Patent Troll) 등에 의한 소송 위험 또한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손수정, 2009).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외부에서 원

천기술을 도입, 해당 기술의 개량 및 상용화를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상품 시

장 지배력을 어느 정도 확보한 기업 입장에서, 원천기술 개발로의 전략 전환

이 타당한가를 경제적 관점에서 분석해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에

서 국가적 차원에서의 원천기술 확보 전략을 다루기는 하였지만, 개별 기업 

입장에서 접근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지 않았다. 관점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일단 개별 기업의 이익 추구 입장에서 원천기술 확보 전략의 타당성이 분석된 

후에, 국가 차원의 원천기술 확보 전략을 논하는 것이 바른 순서라 할 수 있

을 것이다. 

 

1.2 원천기술1과 개량 기술 

1.2.1 원천기술과 개량 기술의 정의 

본격적인 원천기술 개발의 경제성을 논하기 전에 원천기술의 정의에 대해 

확실히 할 필요가 있다. 많은 분야에서 "원천기술"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

으나, 명확한 개념적 합의 없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광호 외

(2009)에 따르면, 원천기술의 한자어 의미는 "샘이 나오는 근원과 같은 기술

"로, "샘물이 처음 시작되는 곳과 같은 기술"로 해설할 수 있다. "최초로 제시

                                            

 

 
1
 영어식 표현으로는 path-breaking technology, generic technology, cross-cutting technology, cutting edge 

technology, ground-breaking technology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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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신개념 기술로, 그로부터 많은 기술들이 샘물처럼 지속적으로 파생하여 나

올 수 있는 기술"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아날로그 전화기를 예를 들면, 전화기라는 원천기술이 있을 때, 필수적인 

요소인 송화기, 수화기, 다이얼, 전선 등이 전화기의 핵심 기술이며, 전화기 

모양, 재질, 벨 소리 등은 비핵심기술이 된다. 최초의 개념발명은 원천기술이

라고 할 수 있으며, 핵심부품 또는 주변 부품의 소재, 모양, 첨삭 등의 개선에 

의해서 다양한 형태의 전화기들이 개발되는데 이는 모두 개량 기술

(improvement technology)이다.  

 

많은 연구자들과 정책입안자들이 혼돈하고 있는 개념 가운데 하나는 원천기

술과 기초연구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초연구를 통하여 새로운 개념

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원천기술 창조를 위하여 기초연구가 중요하다고는 

볼 수 있으나, 반드시 원천기술이 기초연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많은 경우 원천기술은 기초연구성과를 활용한 응용연구를 통하여 창조된다. 

"기초원천기술"의 의미도 기초원천연구의 의미가 아니라 "기초기술, 원천기

술"을 의미하며, 기초기술은 기반이 되는 기술 (예, 측정표준과 같은 infra-

technology)을 의미한다. 

즉, 간단히 정리하면 원천기술은 해당 기술분야 에서 최초로 개발된 기술을 

말하고, 항상 수반되는 개념으로서 개량기술은 원천기술에 새로운 구성이나 

기능을 부가하거나 파생된 기술을 의미한다. 원천기술이라고 하여 반드시 최

초로 만든 기술만은 아니다. 예를 들어 통신분야에서 전기적신호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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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정보를 송수신하는 기술은 당연히 원천기술에 해당한다. 그렇다고 하여 

그 이후에 개발되는 기술은 모두 개량기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

면,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GSM(Global System for Mobile communications)

과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는 통신기술이 개발된 후에 수십 

년이 지난 후에 개발된 새로운 통신방법이다. 이 기술들은 기존의 통신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량기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원천

기술로 취급한다. 이와 같이, 원천기술이냐 개량기술이냐는 어느 정도는 상대

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기술 특허법(이동형, 2008)

의 관점에서, 다른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실시가 가능한 기술은 

원천기술(개척기술)로, 다른 특허를 이용하지 않고서는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는 기술을 개량기술로 정의하도록 한다. 

 

1.2.2 원천기술 개발의 장점 

국가 또는 기업이 원천기술을 보유함으로써 얻는 경제적, 정치적, 후생적 

이익은 다양하다. 먼저, 국가차원에서는 원천기술 확보로 인해 기술수입대체 

효과, 생산유발, 고용 창출, 정책 홍보, 미래의 산업 주도권 확보 등의 이점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기업에 있어서 원천기술 확보는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으로 

큰 의미가 있다. 원천기술은 특허권을 발동해 강력한 무역장벽이나 시장진입

장벽으로 활용할 수 있고, 라이선스 제공이나 로열티를 통한 기술료를 획득할 

수도 있다. 또한 지식자산으로 축적해 핵심부품의 자체개발, 차세대기술 제품

개발 등 지속적인 부가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으로 확립될 경우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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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위를 점할 수가 있다(조준일, 2001). 물론 이런 원천기술이 독점 기술이라

면, 독과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래에 들어서는 원천기술 연합체

를 구성하여 공동 개발이 주로 이루어지고 있기도 하다.  

 

원천기술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은 엄청나며, 높은 실패 위험성을 수반하기 

때문에 투자 주체에 대한 이익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해 줄 필요성이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특허이다. 특허는 기술 공개의 대가로 해당 기술의 독점

적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 세계적으로 특허제도가 정비되면서 특허권을 

보유한 기업이 연구개발뿐만 아니라 마케팅 분야에서도 우월적 지위를 선점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때문에 특허 침해 사건에 연루돼 관련 사업에서 철수하거

나, 높은 기술료를 보상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는 곧 후발

업체의 시장 진입이 갈수록 어려워짐을 의미하기도 한다. 원천기술을 보유한 

업체가 쌓은 독점적 기술 장벽을 뛰어넘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원천기

술을 능가하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원천기술을 보유한 A기업이 있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B기업이 

원천기술을 개량한 다양한 특허를 출원해 보유하고 있다고 하자. 이는 마치 

원천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분야를 총망라한 권리를 획득함으로써 원천

기술 보유기업마저도 기술 응용 가능성을 단절시켜 놓은 것이다. 시간이 흐를

수록 원천기술 자체보다는 이를 응용한 기술이 상품 생산에는 직접적으로 필

요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각 기업의 특허 장막으로 인해 원천기술을 응용한 



6 

 

기술은 A기업과 B기업 모두 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놓일 것이며 이를 타개

하기 위해 양자는 크로스 라이선스를 체결해 공생하는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

다. 보통 이러한 경우, B기업이 A기업에 라이선스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이

는 WCDMA기술을 두고 분쟁을 겪은 노키아와 퀄컴의 경우(채윤정, 2008)에

서도 알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에서 큰 성공을 거둔 애플이 이동통신 원천기

술 등에 걸린 특허 소송으로 인해 각국에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이유도 이

러한 상황과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윤상호, 2011). 

 

이렇게 약자의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는 B기업과 같은 후발업체가 개량특

허를 통해 원천특허 문제를 해결한 경우는 여러 분야에서 볼 수 있으며, B기

업은 비록 원천기술 개발은 뒤처졌지만 결과적으로 원천기술을 반독점적으로 

사용해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다. 반면에 대기업

에 비해 기술과 자본력에서 열세에 놓인 중소기업은 기술 개발 투자나 특허 

출원에서 비교적 열세일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열세를 극복하는 방법 

또한 높은 수준의 기술력을 갖추어 핵심특허를 확보하는 것이다.  

 

개발 도상국의 경우 앞에서 얘기한 B기업 위치에 처해있는 경우가 많으며, 

기술특허 확보 경쟁에서 밀려 미국, 일본을 비롯한 기술 선진국들에 대한 기

술종속이 심화되고 있다. 이는 바로 기술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는 것이다. 2011년 07월 13일자 사이언스타임즈(이강봉, 2011)에 

의하면 한국의 경우 대미 기술무역수지 적자는 2001년 12억8천650만 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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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전체 기술무역수지 적자액의 63.6%를 차지했다. 2009년에는 35억8천600

만 달러로 전체 적자액의 73.8%를 차지했다. 또한 이동통신 기술의 강국을 

자부하는 한국이 691억원을 투입하는 4세대 이동통신망 관련 연구개발 사업

에서 미국 퀄컴사와의 특허권 문제로 진통을 겪었던 사실 역시 기술종속 현실

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1995년 2세대 CDMA 이동통신 기술 도입 후 지

금까지 16년 동안 한국의 기업들이 퀄컴사에 지급한 로열티는 5조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핵심 기술에서 특허 종속을 피해가기는 힘들 것으

로 보인다.  

 

1.2.3 원천기술 개발의 단점 

앞에서 언급했듯이 독자적으로 원천기술을 개발하여, 세계 표준 기술로 인

정받는 경우, 개별 기업 입장에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많은 경제적 이점

을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원천기술 개발은 경제적, 기술적 위험성을 동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기도 어려운 문제이다. 다양한 문제가 있지만 크게 

4가지 위험성을 분류해보면, 1) 높은 R&D 투자 비용과 시간 2) 원천기술 개

발 실패 위험성 3) 세계 표준 기술 인정에 실패할 위험성 4) 시장 규모가 기

대보다 축소될 위험성이 있다.  

 

먼저, 원천기술의 경우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 등 광범위한 연구 결과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원천기술 개발 투자 비용의 영역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

라서 그 금액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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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실패의 위험성도 크다. 또한 다른 상용화 기술에 비해 비교적 기술 

개발의 목표와 목적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도 힘들다는 

문제점도 있다. 더 큰 문제는 기술 개발이 성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세계 시장

에서 인정받지 못한다면 현실적으로 사장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1980년대 VHS와 베타맥스간 표준 경쟁에서도 알 수 있다. 당시 소니의 

베타맥스가 기술적으로 우위에 있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지만, 호환

성, 그리고 콘텐츠 부재 등의 문제로 시장 표준이 되는 데에는 실패했다. 반

면에 해외의 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해당 기술의 기술적, 경제적 위험성이 이

미 검증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성을 피해갈 수도 있다(송위진, 

2006). 

  

1.2.4 기술 표준화와 원천기술 

제품과 서비스 구조의 복잡성이 증가하고 산업간 컨버전스의 진행에 따라 

대부분의 산업에서 산업 표준이 중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예로 IT에서는 모

든 전자와 통신기기가 네트워크로 연결되면서 표준화 기술의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인터넷, 모바일, 동영상(소프트웨어, 콘텐츠) 등에 사용되는 

각종 기술이나 그 기술을 포함하는 기기, 부품(하드웨어) 등이 공통 또는 표

준기술로 정착되어 호환성이 있어야 한다. 만약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

품간 호환성이 떨어진다면, 소비자 뿐만 아니라 생산자 입장에서 큰 불편함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예로, 핸드폰 충전기의 경우 단일 표준이 없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핸드폰마다 다른 충전기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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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러한 문제들은 표준 기술 선정, 제품 표준화 규격 선

정 등을 통해 점차 해소되고 있다. 핸드폰 충전 규격의 경우도 2014년부터 

국제전기통신연합(ITU)에 의해 단일 표준으로 통합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표준화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에 따라서는 서로 다른 관점

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대부분의 생산제조업체들은 공통의 기술을 넓게 

이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표준화를 염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표준이 특정

기업들에게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단점도 가지고 있다. 

실질적으로는 어떠한 기술을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특허들을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특허풀(Patent pool)을 구성한다. 특

허풀을 통해 참여 기업들은 상호간에 자유롭게 기술을 이용하고, 해당 기술의 

지배력을 높이는 동시에 제 3자에게 원활하게 라이선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

다(구대환, 2008). 하지만, 특허풀 내에서도 분쟁이 발생하기 때문에 기술 표

준화에 있어서는 특허 등의 지적재산권 문제를 처음부터 완전히 해결하는 것

이 중요하다(나경수, 2011).  

 

1.2.4.1 공적 표준과 사실상의 표준 

국제적인 차원의 기술표준화 문제는 크게 두 가지 방향에서 논의·진행되어 

오고 있다. 하나는 ISO(국제표준화기구), IEC(국제전기기술위원회), ITU(국

제통신연합) 등의 공적 표준화 기구에 의한 경우이고, 또 다른 하나는 기업들

이 주체가 된 포럼(Forum)이나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결정되는 경우이다.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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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에 의한 기술표준화 논의의 역사는 아주 오래 되었으나, 후자에 의한 본격

적인 논의는 199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 표준화대상 기술범위가 

계속 확대되고, 민간포럼에 의한 기술표준화가 아주 활발하여 지고 있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다. 유럽의 경우 „공적 표준(de jour standard)‟의 제정기관인 

ISO, ITU 등 국제표준화기구들의 활동을 주도함으로써 유럽 표준이 세계 표

준으로 채택되도록 노력하는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의 경우는 각 

산업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미국기업들이 시장경쟁에서 소비자들에 의해 

결정되는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전략을 주로 구사하고 있다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6). 

 

최근에는 복수의 공적 표준이 시장에서 경쟁하게 되면서, 공적 표준으로 인

정 받는 것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과 소비자에게서 기술의 실효성이 인정되는 

것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사실상의 표준이 1) 정책이나 국제 관

계에 덜 영향을 받고, 기술적인 면에 초점이 더 맞추어진다는 점 2) 세계적 

글로벌화로 인해 국경의 의미보다는 민간 기업간 또는 기술 진영간의 경쟁이 

더 중요해졌다는 점 3) 기술개발의 속도가 빨라지고 다양성이 늘어나면서 공

적 표준화된 기술이 증가한 점 4) ITU 등 공적 표준기구들의 작업효율이 부

진하고 기탁서류의 수속이나, 조정이 어렵다는 점 등으로 인해 더 주목을 받

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응하여 국제 표준화 기구들의 효율성 재고도 꾸준히 

일어나고 있다. 예로, 2007년 3월 1일부터 ISO 등 국제표준화기구들이 국제

공통의 특허정책(Patent Policy) 및 실사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발효케 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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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국제기술표준이 더 한층 탄력을 받게 되었다(송재용, 2007). 

 

1.2.4.2 기술 표준화를 바라보는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의 차이 

최근까지도 미국, 독일, 일본 등 기술 선진국은 원천기술과 함께 상용화 능

력을 장악하여 높은 경제적 이익을 이끌어냈다. 그 대표적인 사례로 컴퓨터 

산업을 들 수 있다. CISC라는 표준을 선도하여 마이크로프로세서 시장을 장

악한 인텔과 함께 DOS와 Windows라는 PC운영시스템(OS)의 사실상의 표준

을 장악한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간 최고 80% 수준을 상회하는 높은 영업이

익률을 기록하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전통제조업, 건설업, 농업 등에도 이러한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송재용, 2007). 

 

반면 한국, 대만, 중국 등 기술 개도국은 주로 조립형 제조업에서 이미 개발

된 기술을 모방하고 개선해 나감으로써 국제경쟁력을 확보해 왔다. 하지만, 

원천기술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고부가가치, 고기술분야로 제품구조를 업그

레이드시켜 나갈수록 로열티 지불비용이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에 봉착해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표준화' 움직임은 기술개도국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

도 있다. '국제 표준' 기술의 경우 원천기술과 관련 개량 기술을 많이 보유하

고 있는 선진국 주도 기술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경우 개도국이 제

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려면 선진국에 더 많은 기술료를 지불하거나 을의 입

장에서 라이선스를 획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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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국제 표준' 기술이 개도국 주도로 선정될 수 있다면, 기술 표준에 

따라 개별 기술간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질적 차이는 줄

어들고 가격이 중요한 경쟁 우위 요소가 된다. 이러한 경우 가격 경쟁력이 높

은 개도국이 선진국에 비해 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도 있다. 하지만 표준 기

술 선정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국제 표준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을 만족

해야 하는 동시에 국제 외교/정치적 능력, 기존 시스템과의 호환성, 사회적 인

식, 문화적 수용도 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개발 도상국의 독자 기

술이 원천기술로서 국제 표준으로 선정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결과적으로, 국제 표준 기술에 선정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나 기업 차원에

서도 중요한 문제이며, 앞으로 후보 기술간 표준 기술 선정을 위한 경쟁은 더

욱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원천기술의 국제 표준화가 이후 개량 기

술이나 상용화 기술의 국제 표준화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원천기술 표준 

확보 전략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한국의 경우도, 와이브로, DMB 등의 

국제 표준 채택 경험을 바탕으로 정부가 나서서 `‟원천기술 개발→국제표준 

채택→상용제품 신속 개발→국내서비스 도입‟이라는 전략을 추진해왔다. 물론 

이러한 단계적 전략이 기술 개발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으로 인해, 

시장 반응을 지속적으로 반영하면서 동시 다발적으로 전 과정을 추진하는 전

략으로의 변환도 모색되고 있다(박종범, 강부미,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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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5 원천기술 개발과 원천기술 도입 전략 비교 

원천기술 개발 전략을 크게 „원천기술 개발 + 개량 기술 개발‟과 „원천기술 

도입 + 개량 기술 개발‟로 분류하였을 때, 각 전략의 장점과 단점은 [표 1]

과 같다.  

 

[표 1] 원천기술 개발과 원천기술 도입 전략 비교표 

 원천기술 개발 + 개량 기술 개발 원천기술 도입 + 개량 기술 개발 

개요 

원천기술 및 개량 기술 모두 주도적

으로 개발하여, 독자 기술 표준으로서 

관련 특허권을 다수 보유한다. 개량 

기술에는 상용화 기술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상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까지 확보하는 전략이다. 

세계 표준이 되는 원천기술은 로열

티 지급 또는 라이선스를 통해 확

보하고, 관련 개량 기술과 상용화 

기술만을 확보하는 전략이다. 상용 

제품을 생산할 수 있지만, 독자 기

술이 아니며,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

료를 지급해야 한다.  

장점 

1) 원천기술 보유로 인해, 관련 시장

에서 기술적인 우위 

2) 원천기술 보유로, 기술료 수입이 

가능 

3) 차세대 기술 개발을 위한 인력, 

인프라, 경험 등이 축적 

1) 비교적 개발 비용과 기간이 적

음 

2) 시장 상황에 따라 대안 기술 중, 

유력한 기술을 선택할 수 있음 

 

단점 

1) 높은 R&D 비용과 리스크 

2) 국가 경제력/정치력에 따라 대체 

기술에 비해 시장 지배력이 떨어질 

위험성 

3) 표준 기술 채택 실패 위험성 

1)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료를 지불

해야 한다 

2) 차세대 기술 개발시 원천기술자

와의 협상 필요 

 

 

본 논문에서는 두 가지 전략의 차이점, R&D 기간, R&D 비용, 로열티 유/무

를 반영한 기술 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모델을 실물 옵션으로 분석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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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제 기술개발부터 사업화까지의 과정에서 기술적 리스크(technical risk)

와 시장 리스크(market risk)에 따라 다음 단계로 진행하거나 중간에 포기하

는 경우도 흔히 존재한다. 그리고 실물 옵션이 이러한 상황별 전략적 변동성

을 경제성 분석에 포함하기에 비교적 알맞은 방법론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에

서는 단순한 현금흐름할인(DCF) 모형이 아닌 복합 실물 옵션 방법을 사용하

였다.   

 

2. 연구 방법론 

2.1 실물 옵션 평가 방법(Real Options Valuation, ROV) 

최근 들어 경제 변동성은 그 어느 때보다 크고, 변화는 빠르게 일어나고 있

다. 특히 신흥 산업이나 신기술 영역의 사업 경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기

존 방법론(산업 표준법, 등급법, 현금흐름할인법 등)은 큰 도전을 받고 있다. 

이는 높은 성장률과 높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는 사업에서는 미래를 예측하기

가 힘들뿐더러 상황 변화에 따라 경제 주체가 다양한 전략을 구사할 수 있으

며, 이는 다시 전체 산업에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동성과 

증가된 불확실성은 사업 관리와 전략적 사고, 재무 분석에 있어서 새로운 방

법론을 요구하고 있다. 실물옵션평가(real options valuation) 방법론은 이러

한 상황하에서 전략적/재무적 평가를 할 수 있는 유용한 도구 중에 하나이다.  

 

실물 옵션 평가 방법은 금융 시장에서 많이 사용되는 옵션 가격 결정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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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on Pricing Model)을 실물 투자에 응용한 방법론이다. 금융 옵션은 기초 

자산(예 : KOSPI200)의 가격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회피하거나, 기초 자산

의 수익률 이상의 수익률을 얻기 위해 설계된 파생 상품을 말하며, 이러한 파

생 상품의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이 옵션 가격 결정 모델(Option Pricing 

Model)이다. 이러한 옵션은 크게 미래에 기초 자산 가격이 일정 조건을 만족

하면 약속된 기초 자산을 매입(콜옵션)하거나 매도할 수 있는 권리(풋옵션)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옵션‟은 의무가 아닌 권리로서, 권리 행사에 불리한 

상황이면 옵션 행사 권리를 포기할 수 있다. 즉, 기초 자산만 보유했을 때와 

비교하여, 옵션을 가지고 있을 때는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미래에 

발생 할 수 있는 자산 변동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당연히 옵션 보유를 위해서는 그에 따른 비용이 발생하게 되

며, 이를 옵션 가격이라 한다.   

 

실물옵션은 경제성 평가에 있어서 절대적 선택 사항은 아니지만, 자본 투자

가 포함되어 있는 사업 전략 평가에 있어서는 상당히 유용한 방법론이다. 예

를 들어, A라는 공장이 규모를 확장할 수 있는 투자 기회가 있을 때, 이 전략

적 기회를 실물 옵션(real option)이라고 한다. 금융에서 사용되는 옵션

(financial option)과 비교해서 실물옵션은 몇 가지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먼

저, 실물 옵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매가 불가하다. 즉 A라는 공장에 

대한 투자 옵션을 B라는 공장에게 팔 수 없는 것이다. 오직 A공장주만이 A

공장의 확장 투자를 할지 안 할지 결정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무위험수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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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의 개념이 실물 옵션과 금융 옵션에서 다르다. 보통 금융 옵션에서는 무위

험수익률(무위험이자율, risk-free rate of return)은 미국채 수익률을 이용하

나, 실물 옵션에서는 경우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물 

옵션에서 금융 옵션 기법을 이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가장 많이 

적용되는 방법이 금융 옵션에서 나온 블랙-숄즈 모델(Black-Scholes model)

이다. F. Black과 M. Sholes(1973)에 의해 주식에 대한 콜 옵션의 가격을 평

가할 수 있는 이론적 모형이 처음 소개된 이후로 다양한 분야에서 이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를 이용하여 제조 공장 건설, 제조 라인 확대, R&D 

투자 등 다양한 방면의 실물 투자 부분의 투자 편익(실물 옵션 가격)을 계산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과 같이 실물 옵션 평가 방법은 투자의 순현재가치

(NPV)를 평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볼 수 있으며, 전체 투자가치 평가 흐름에

서 적용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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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문제 상황과 분석 목적을 확실히 하여, 실물 옵션 방법을 적용하기 

적절한 문제인지 파악해야 한다. 여기에는 전체 투자 가치 결정에 가장 큰 영

향을 미치는 기초 자산은 무엇인지, 변동성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는지, 제약 

사항은 없는지, 기초 자산의 변동성이 의사 결정자의 전략 선택에 영향을 주

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다음 단계로, 투자 시점과 투자 금액은 어떻게 되

는지 미래 현금 흐름은 어떻게 되는지, 미래의 변동성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상황에서 의사 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분석

하고자 하는 시나리오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실물 옵션 분석에 필요한 변

수는 무엇인지, 각 변수와 상수는 어떻게 설정되어야 하는지 결정한다. 필요

한 경우 기존 데이터를 이용해 기초자산의 초기 가격, 기초 자산의 평균 성장

률(Growth rate), 변동성(Volatility), 투자/비용 금액(Investment or 

Expenditure), 미래 현금 흐름(Future Cash flow), 무위험 수익률(Risk free 

rate of return), 기술적 위험성(Technical risk), 의사 결정 시점(Timing) 등

을 추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분석 모형이 완성되면 크게 3가지 실물 옵션 기

 

[그림 1] 투자 가치 평가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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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분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계산을 수행할 수 있다.  

 

2.2 옵션의 종류 

어떤 옵션 기법을 사용할지는 해당 문제 상황과 분석 목표, 시나리오, 전략 

옵션의 종류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택된다. 예를 들어 유러피안 콜/풋옵션

의 경우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메리칸 콜/풋옵션의 경우는 Closed form 

solution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여기서, 유러피안 옵션이란 옵션의 종류 중 하나로, 옵션의 특징에 따라 유

러피안 옵션(European Option), 아메리칸 옵션(American Option), 아시안 

옵션(Asian Option) 등이 있다.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옵션이 있지만, 유

러피안 옵션과 아메리칸 옵션이 실물 상황을 가장 잘 설명하기 때문에 대표적

인 옵션으로 사용되고 있다. 각 옵션별 특징은 [표 2]와 같다. 

 

[표 2] 옵션의 종류 

 특징 콜 옵션의 행사 가치 

유러피안 옵션 

(European Option) 

오직 만기 시점에만 옵

션 행사가 가능하다 

Max(기초자산가격 - 옵션 행사가, 0) 

아메리칸 옵션 

(American Option) 

만기 시점까지 언제든 

옵션 행사가 가능하다 

Max (기초자산가격 - 옵션 행사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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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안 옵션 

(Asian Option) 

만기 시점에서 옵션 가

치는 기초 자산의 가격

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의 기초 자산 가격

의 평균으로 결정된다. 

Max(이전 3개월 간의 기초자산 평균 가격 

- 옵션 행사가, 0) 

 

옵션의 종류는 이러한 분류 외에도 만기시에 행사가를 지불하고 기초 자산

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반대로 행사가를 받고 기초 자산을 매도할 수 있

는 풋옵션 등, 포지셔닝(positioning)에 따라 분류할 수도 있다.  

 

Trigeorgis(1996)는 개별 실물옵션으로써 성장 옵션(Growth Option, 

Option to Expand), 연기옵션(Timing Option, Option to Defer, Option to 

Wait), 포기 옵션(Option to Abandon), 스위칭 옵션(Option to Switch)등을 

소개하였다. 성장옵션은 초기의 작은 투자로 미래의 상황에 따라 투자를 확대

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옵션이다. 연기옵션은 미래 시장/기술 상황에 따라 

투자 시점을 미룰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옵션이다. 포기옵션은 미래 시장/기술 

상황이 악화되어 기초 자산을 매각하거나 사업을 포기할 권리를 갖는 옵션이

다. 스위칭 옵션은 두 위험 자산의 가치 변동에 따라 미래의 보유 자산을 다

른 자산으로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옵션이다. 이 외에도 의사 결정자가 

취할 수 있는 전략에 따라 다양한 옵션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먼저 가장 간단

한 형태의 유러피안 콜/풋 옵션에 적용할 수 있는 분석적 방법부터 설명하도

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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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물 옵션 분석 기법 

2.3.1 분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  

1973년, 최초로 피셔 블랙(Fischer Black), 마이런 숄즈(Myron Scholes), 

로버트 머튼(Robert Merton)은 유로피안 콜 옵션의 가치를 분석적으로 도출

하였다. 가장 간단한 형태인, 유러피안 콜옵션에 대한 블랙-숄즈 모형을 보면 

[표 3]와 같다.  

 

[표 3] 블랙-숄즈 옵션 가격 결정 모델 

C = SN d1 − Ke−rt N(d2) 

 

d1 =
ln  

𝑆
𝐾
 +  (𝑟 +

1
2
𝜎2)𝜏

σ τ
 

d2 = d1 − σ τ 

 

C : 유러피안 콜 옵션의 현재 가치 

S : 기초 자산의 현재 가치 

N : 누적정규분포 

K : 옵션 행사 가격 

r : 무위험 이자율 

τ : 만기까지의 시간 

σ : 변동성(volatility), 기초 자산의 수익률의 평균 편차 

 

 

블랙-숄즈 모델이 옵션 가치 모델에 적용되는 원리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

다. 먼저 기초 자산인 주가의 움직임은 기하브라운운동(GBM) 확률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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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다고 가정한다.  

 

𝑑𝑆𝑡 = 𝜇𝑆𝑡𝑑𝑡 + 𝜎𝑆𝑡𝑑𝑊𝑡  ······················· 식 (1) 

 

𝑑(𝑙𝑛 𝑆𝑡) = (𝜇 −
𝜎2

2
)𝑑𝑡 + 𝜎𝑑𝑊𝑡   ( Ito’s drift-diffusion process )  ··· 식 (2) 

 

위에서 Drift term의 크기를 나타내는 와 변동성(volatility)의 크기를 나

타내는 는 상수, St는 t시점의 기초 자산 가격이다. Wt는 Wiener 과정을 따

르는 확률 변수로 아래 식을 만족한다. 

 

𝑑𝑊𝑡 = 𝜖 𝑑𝑡 ,           𝜖 ~ 𝑁(0.1)  ···················· 식 (3) 

 

위 식에 따라 dWt  는 정규분포를 따르며, 평균이 0이고 분산은 dt가 된다. 

dWt는 시간에 따라 영향을 받지 않는 독립적(independent)인 항들이다. 옵션

의 가격 C(S, t) 는 기초자산의 가격 S와 시간 t에 따라 결정되므로, Ito‟s 

lemma에 따라, 

 

dC =
∂C

∂t
dt +

∂C

∂S
dS +

1

2

∂2C

∂S2 (σ2S2dt)  ·················· 식 (4) 

 

식(4)와 같이 표현된다. 이 때 무위험이자율 r을 갖는 무위험 상품 B(예 : 

미국채)가 있다고 하면, 무위험 포트폴리오 
∂C

∂S
S − C = B 를 구성할 수 있다. B

는 무위험 상품이므로, B = B ∙ r dt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해 위 식을  

 

http://en.wikipedia.org/wiki/It%C5%8D_calculus#It.C5.8D_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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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t)

∂t
+

1

2
σ2S2 ∂2C(S,t)

∂S2
+ rS

∂C(S,t)

∂S
− rC S, t = 0  ············· 식 (5) 

 

위와 같은 편미분방정식으로 변환할 수 있다. 이 유러피안 콜옵션에 대한 

위 PDE의 해를 구하면 [표 3]과 같은 Closed form solution이 나온다. 

 

아메리칸 옵션의 경우, 배당금이 지급되거나 다른 특별한 상황이 아닌 경우

에는 만기일에 옵션을 행사하는 것이 최적 전략이기 때문에 유러피안 옵션과 

같다고 취급할 수 있다. 그러므로 그러한 경우, 블랙-숄즈 모델의 적용이 가

능하다. 위의 공식은 이후 Merton(1973)이 보완하여 배당금을 지불하는 상

황하에서 유러피안 콜 옵션의 가치를 산출하는 모델로 개량된다. 하지만 이 

경우 아메리칸 옵션의 적용은 불가하게 된다. 콜옵션 이외에도 풋옵션이나 기

타 몇 가지 옵션에 대해서는 Exact solution이 존재한다.  

 

2.3.2 격자/이항 모형(Lattice/Binomial model)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특수한 경우에만 분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

의 사용이 가능하므로 수치해석적 방법(Numerical Method)이 더 다양한 문

제 영역에서 사용된다. 수치해석적 방법에는 크게 유한차분법(finite-

difference method), 이항모형(Binomial model), 격자모형(Lattice Model), 

시뮬레이션(Simulation) 방법 등이 있으며, 앞에서 설명한 식(2)나 식(5)와 

같은 연속 형태의 식을 이산화하여 계산하게 된다.  

 

2.3.3 시뮬레이션 기법(Monte Carlo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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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omial tree를 구성한 방법이나 Lattice model 등은 상당히 넓은 범위의 

문제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지만, 계산 과정이 복잡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기초 자산(state variable)의 종류가 2개 이상일 때는 적용하기 어렵다

는 문제점이 있다. 물론 2개의 기초 자산을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하여 

Binomial tree를 확장시킨 Pentanomial tree 구성 방법이 존재하지만, 비교적 

계산이 복잡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몇 가지 시뮬레이션 방법을 통한 계산 방법이 

존재한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기법이다. Boyle et al. 

(1977)은 금융 자산의 가격 결정 문제에 최초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사

용하였다.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기초자산에 대한 제약적인 가정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자산의 종류가 다양하고, 기타 불확실성 요소가 많

은 경우에도 비교적 쉽게 옵션 가치를 계산할 수 있다.  

 

기본적인 시뮬레이션 방법을 살펴보면, 앞에서 다룬 기하브라운운동 확률과

정에서, 

 

𝑑𝑆𝑡 = 𝜇𝑆𝑡𝑑𝑡 + 𝜎𝑆𝑡𝑑𝑊𝑡  ······················· 식 (1) 

 

𝑑𝑊𝑡 = 𝜖 𝑑𝑡 ,           𝜖 ~ 𝑁(0.1)  ···················· 식 (3) 

 

매우 작은 시간 간격 dt를 가정하고, 정규분포를 따르는 난수(rand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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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를 생성하여 모든 시간 t에 대하여 기초 자산의 가격 St 를 구한다

(forward 방식). 그리고 만기 시점에서 구해진 기초자산 가격을 이용하여 만

기 시점의 옵션의 가치를, 콜옵션의 경우 Max(기초자산가격 Sτ  – 옵션 행사

가 K, 0), 계산하고 이를 할인율로 나누어 옵션의 현재 가격을 구한다. 이를 

충분히 반복하여 나온 옵션의 현재 가격들의 평균값을 취하면, 옵션 가치를 

구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뮬레이션 과정은 여러 가지 변수들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생

성하는 forward 방식의 알고리즘을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흔히 수치 

해석적으로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를 구하기 위한 „backward‟ 방식의 알고리

즘과 배치된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를 구하는 데에는 적

합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Bossaerts(1989)가 시뮬레이션

의 이러한 구조가 문제가 되지 않음을 증명하였고, 이후에는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뿐만 아니라 다양한 옵션의 가치를 산출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2.3.4 확률 과정의 종류 

확률과정은 원래 무작위적 분자운동을 하는 액체 위의 부유물 입자를 수학

적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제시되었는데, 최근에는 여러 금융시계열의 연속시

간모형에 광범위하게 응용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부터 금융시장의 불확실성 및 기업의 위험 헤징(hedging)이 중요한 화두로 

제시되고 있다. 금융파생상품들의 가격을 정확히 결정하여 차익거래를 실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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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는 시도 역시 크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제기되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는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는 단기금리, 환율, 주가의 움직임을 규명하고 예측

하여 의사 결정하는 연구가 필요한데, 이러한 연구의 대부분은 확률과정을 기

본으로 하며 ROV 기초자산의 가격 모델링에도 활용될 수 있다.  

 

확률과정은 시간과 표본공간을 정의역으로 삼고 시계열 자료가 존재하는 실

수공간을 치역으로 하는 S : T × Ω →R과 같은 함수이며, 특정한 형태의 확

률미분방정식 (stochastic differential equation)의 해로 주어진다. 확률로 표

현이 되는 random variable이거나 그러한 random variable이 들어가 있는 

모델을 모두 확률과정이라고 하기 때문에 매우 넓은 의미를 갖고 있다. 즉, 

시계열 변수 y(t) 를 완전한 예측 할 수 없는 확률변수라고 하면, y(t) 를 발

생시키는 모형을 확률과정(stochastic process or random process)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한 확률과정이 실현된 y(t) 의 값들의 표본을 우리는 관찰할 수 

있다. 기존의 시계열 모형과 비교했을 때 확률과정은 연속시간 모형으로써 확

률미적분법(stochastic calculus)을 이용 다양한 분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기

초자산의 가격을 확률과정으로 모델링 했을 경우 파생상품에 관한 많은 제반 

금융이론들의 해석적 도출이 가능해 진다. 또한 확률과정은 단순한 확률미분

방정식을 통해서 복잡하고도 다양한 동태적 과정을 모델링 할 수 있다. 즉, 

추세함수를 적절히 선택함으로써 조건부 평균의 변화를 매 시점마다 가격수준

에 따라 신축적으로 설정함으로써 평균회귀(mean reversion) 현상 및 임의

보행(random walk) 현상 등을 고려할 수 있는 동시에 확산함수의 설정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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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가격변동성(volatility)을 가격수준에 의존할 수 있게 함으로써 복잡한 조

건부 이분산성(conditional heteroskedasticity)을 간편하게 모델링할 수 있

다. 

몇 가지 가정에 따라 다양한 확률과정에 대한 모델들이 존재한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 중 하나가 바로 브라운 운동 모델이다. 구체적으로 

두 개의 함수를 μ(⋅)와 σ(⋅)으로 정의하고 W를 표준 브라운운동(standard 

Brownian motion)이라 하면 확률과정 S는 앞서 설명한 식(1)의 해로써 주어

지게 된다. 

 

𝑑𝑆𝑡 = 𝜇𝑆𝑡𝑑𝑡 + 𝜎𝑆𝑡𝑑𝑊𝑡  ······················· 식 (1) 

 

간단한 브라운 운동의 경우 크게 네 가지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첫째, 마

코프 성질(Markov property)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미래 값의 확률분포는 

오직 현재의 값에만 의존하며 과거의 경로와는 무관하다. 둘째, 확률과정의 

시구간별 순간 변화량은 독립적으로 결정되어 서로 영향을 주지 않는다. 셋째, 

일정 시구간 내의 확률과정 변화는 분산이 시구간의 길이와 선형적으로 비례

하는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다. 마지막으로, 초기값과 멀어질수록 실현 가능한 

값의 확률분포가 무한히 증가하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기하 

브라운 운동, 온슈타인-울렌벡 과정과 같은 다양한 확률 과정들이 있다.  

 

Chan et. al.(1992)은 앞선 연구들에서 가정되었던 단기금리의 여러 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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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들이 식(2.2)의 틀 안에서 포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t t t tdX X dt X dZ    
  ···················· 식 (6) 

 

이 일반화 모형에서 평균회귀 현상이 존재한다면 α는 플러스, β는 마이너

스의 값을 갖게 되며, 장기적인 회귀수준은 -α/β가 된다. 한편 β와 γ가 0

이 아닌 한, 단기이자율 변화의 조건부 평균(conditional mean)과 조건부 분

산(conditional variance)은 Xt의 수준에 의존한다. 위의 모형은 Chan et. 

al.(1992)이 정리한 [표 4]과 같은 단기금리의 확률과정 모형들을 포괄할 수 

있으며, 각 모형은 식(6)에 [표 4]의 오른쪽 제약 조건들을 주어줌으로써 구

해진다.  

 

[표 4] 확률 과정의 종류 

 Model α β δ γ 

Merton(1973) t tdX dt dZ     0  0 

Vasicek(1977) ( )t t tdX X dt dZ         0 

CIR SR(1985) 
1/ 2( )t t t tdX X dt X dZ         1/2 

Dothan(1978) t t tdX X dZ  0 0  1 

GBM(1973) t t t tdX X dt X dZ    0   1 

BS(1980) ( )t t t tdX X dt X dZ         1 

CIR VR(1980) 
3/ 2

t t tdX X dZ  0 0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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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V(1975) 
t t t tdX X dt X dZ    0    

 

주로 GBM 모델이 실물 옵션에 이용이 되지만, 기초 자산의 움직임이 GBM

과 거리가 멀다면 실물 옵션 평가 결과 또한 그 신뢰성이 떨어질 수 밖에 없

다. 그러므로 기초 자산의 움직임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모델 선택을 위

해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와 MLS(Maximum Likelihood 

Estimation)을 이용한 Model fitting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3. 실증 분석  

3.1 실증 분석 대상 

3.1.1 차세대(4G) 이동 통신 기술 시장 

2009년부터 전세계적으로 스마트폰 바람이 본격적으로 불면서, 이동 통신 

서비스 사용자들의 데이터 통신 사용량도 급격히 늘어났다. 기존 통신망이 늘

어나는 데이터 통신량을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자, 많은 국가에서 

2009년 이후에 차세대 이동통신망(4G)에 대한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09)에 따르면, 한국에서도 무선 인터넷 서비스의 하

나인 와이브로를 2003년부터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2006년부터 국내 이동통

신사 중심으로 사용화를 시작하였다. 하지만 3G 망과의 중복 투자문제, 기존 

셀룰러 망과의 후방호환성(backward-compatible) 지원 문제 등으로 인해 

상용화 이후에도 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에 보수적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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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현재 4세대 망에 대한 투자가 필요한 시점에서는 대부분 망투자 효율

이 높은 LTE를 차세대 통신망의 주축으로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전세계적

으로도 Wibro 진형에 있던 러시아의 Yota, 미국의 spreant 등이 와이브로에 

대한 투자를 LTE로 전환하거나 축소하고 있다(석왕헌 외, 2011). 또한 대부

분의 업계 발표나 전문 리서치 기관 보고서(고제리, 2010)에 따르면, 전체 이

동 통신 장비/부품 시장에서 LTE가 와이브로에 비해 우세할 것이라는 전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지만 와이브로(Wibro/Wimax)가 보완 기술로서 니치 

시장에서는 점유율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 회

선 및 브로드밴드 보급률이 낮고 소득수준이 낮은 동남아시아, 남미, 아프리

카 지역에서 고속 인터넷과 음성통화 수요를 충족시킬 기술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로, 말레이시아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와이브로가 음성 

통화 서비스까지 포함하여 상용화되어 있으며, 지리적으로 유선 인터넷 설비 

구축이 취약한 곳에서는 와이브로를 이용한 무선 인터넷 서비스가 꾸준히 확

장해오고 있다. 하지만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LTE가 지배적인 4G기술로

서 70~8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일 것은 확실해 보인다(양효석, 2009).  

 

본 연구에서는 이동 통신 장비 및 부품을 생산하는 민간 기업 입장에서 와

이브로 개발을 원천기술 개발 전략의 예로 LTE의 개발을 원천기술 도입 전

략으로 보고, 각 전략의 경제성을 실물 옵션 방법을 통해 분석해본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 있어서 원천기술부터 개량 & 상용화 기술까지 개발하는 전략

(시나리오 A)과 원천기술은 도입하고 이를 개량 & 상용화 하여 시장에 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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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전략(시나리오 B)의 경제적 이익이 사업 환경과 기업 역량의 변화에 따

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해 볼 수 있다. 그 전에 분석 모델의 단순화와 각 

전략으로의 구분이 가능한지 탐색해보기 위해 와이브로와 LTE의 개발 역사

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3.1.2 와이브로(Wibro) & 와이브로 에볼루션(Wibro Evolution) 

와이브로(Wibro)는 „Wireless Broadband Internet‟의 줄임말로 무선 광대

역 인터넷 서비스, 무선 광대역 인터넷 등으로 풀이된다. 와이브로의 특징은 

휴대폰, 스마트폰의 3G 통신망처럼 언제 어디서나 이동하면서 인터넷을 이용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론적으로 최대 전송 속도는 10Mbps, 최대 전송 거리

는 1km이며, 시속 120km/h로 이동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국회입법조사처(2009)에 따르면 와이브로의 개발 배경은 크게 다음의 세 

가지이다. 첫째, 이동통신 원천기술 확보의 필요성이다. 당시 국내 이동통신산

업은 외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수익의 상당부분을 해외기

업에 지불하면서 실질 수익에서 큰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었다. 둘째, 당시 

도입이 추진되고 있던 제3세대 IMT-2000(International Mobile 

Telecommunication 2000) 서비스가 비싼 네트워크 사용료와 데이터 전송속

도의 제한으로 증가하는 무선인터넷 서비스에 대한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다. 셋째, CDMA(Code Division Multiple Access: 코드분할 다중접속)의 

세계 최초 상용화를 통해 국내외 이동통신산업 성공 신화를 이끌었던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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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MA에 이은 신산업 발굴의 필요성을 느끼고 휴대인터넷을 신성장동력산업

으로 육성하고자 하였으며, 통신업계 또한 기존 음성 위주의 이동 전화 서비

스 시장 및 유선 인터넷 서비스 시장의 성숙 상황에서 새로운 시장의 창출을 

모색 중이었다. 

 

안승구 (2009)에 따르면, 와이브로는 정보통신부가 2002년 10월 무선가입

자용으로 사용하던 2.3MHz 대역 주파수를 휴대 인터넷용으로 재분배하면서 

와이브로 개발이 본격화되었다. 2003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와 삼성전

자를 비롯한 업계가 공동으로 와이브로 장비를 개발하는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 프로젝트를 통해 본격적인 기술 개발에 돌입하였다. 이 

후 2004년 12월 ETRI, 삼성전자, 그리고 4대 통신사업자(KT, KTF, SK텔

레콤, 하나로테레콤)는 세계 최초로 와이브로 시연에 성공하며, 2005년 12월

에는 삼성전자가 세계최초 와이브로 상용제품을 개발, 국내에서는 2006년 6

월 KT와 SK텔레콤이 세계 최초로 상용 서비스를 개시한다. 그리고 2007년 

10월 18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전파통신총회에서 와이브로(Wibro)는 3

세대(3G) 이동통신 기술 표준으로 최종 채택되게 된다. 와이브로는 기존 3G 

서비스보다는 빠르고, 4G 기술 표준에는 미달하기 때문에 보통 3.5G로 분류

되고 있다. 하지만 사용 서비스 개시 후 약 3년간 가입자 수는 2009년 11월 

기준 28만명(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9)으로 기존 3G 서비스에 비해 매우 

미미한 수준이다. 이러한 현상의 가장 큰 요인은 기존 3G 망에 대한 투자와 

중복되면서 많은 통신 사업자가 투자를 미루거나 소극적으로 추진했기 때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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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록 와이브로가 6번째로 3세대 기술표준으로 선정이 되었고, WCDMA나 

HSDPA등 기타 다른 3세대 서비스에 비해 시장 장악력이 떨어졌으나, 곧 다

가올 4세대 시장을 목표로 2006년부터 와이브로 에볼루션(Wibro Evolution)

이라는 이름으로 개량 개발을 시작하였다. 와이브로 에볼루션 시스템은 국내

에서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삼성전자의 공동 연구에 의해 차세대 휴대 인터

넷 서비스로 2006년부터 개발이 진행되었다. 2008년 10월 8일, 국제전기통

신연합 전파통신부문(ITU-R) 서울회의에서 첫 공개 시연에 성공하였고, 

2010년 6월 16일 LTE-Advanced와 함께 4세대 기술 표준 평가를 통과(한

정훈, 2010)하였으며, 2011년 세부 표준 규격 개발 완료, 2012년 최종 4세대 

기술 표준 승인을 예상하고 있다(박윤옥 외, 2009). 이렇게 와이브로 에볼루

션이 4세대 이동 통신 기술 표준의 강력한 후보로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는 

2003~2006년까지 이루어진 와이브로 원천기술 확보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다만, 현재의 와이브로를 독자 기술이라고 규정하기는 문제가 있다. 이전 2

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CDMA와는 다르게 와이브로(Wibro)는 국내 독자 개

발을 통해 원천기술을 확보하였고 이를 독자 표준으로 추진 하였다. 그러나 

미국과의 통상문제로 인해 인텔, BT, 스프린트, 시스코, 알카텔 등이 참여하는 

와이맥스(WiMax)표준을 받아들여야 했다. 그러므로, 해외에서는 와이브로가 

아닌 모바일 와이맥스(Mobile Wimax)로 명명되고 있으며, 지금 우리가 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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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와이브로는 기존의 독자 기술인 와이브로와 해외 기술인 와이맥스가 통

합된 기술이라고 볼 수 있다.  

 

3.1.3 LTE & LTE-Advanced 

 

LTE는 3G 이동통신 규격 중 유럽식 WCDMA에서 발전한 이동통신 규격

이며, GSM 개발 및 표준화을 주도했던 3GPP(3rd Generation Partnership 

Project)가 표준화 작업을 진행한 통칭 3.9세대 이동통신 기술이다. LTE의 

전송속도는 이론적으로 다운로드 최대 75Mbps, 업로드 최대 37.5Mbps이다. 

기존 WCDMA HSPA의 전송속도는 다운로드 최대 14.4Mbps, 업로드 최대 

5.8Mbps이다. 즉, LTE는 WCDMA HSPA 대비 다운로드는 최대 5배, 업로드

는 최대 7배 정도가 빠르다(이현우, 2009). 

 

LTE는 2004년 NTT도코모에 의해 국제 기준으로 처음 제시되었다. 2008

년 초기, 상용화 장비가 나오기 시작했으며, 2009년 12월 14일 스웨덴 스톡

홀름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텔리아소네라(TeliaSonera) 이동통신 사업자에 

의해 최초로 상용서비스를 시작했다. 이후 미국의 버라이즌과 AT&T, 유럽의 

보다폰, 일본의 NTT도코모 등 전세계에서 여러 이동통신사가 LTE 이동통신 

규격으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11년 7월 1일부터 상용서비스를 시작

하였다. 현재 2011년 10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LTE 서비스 가입자 수는 

18만 정도로 추산된다(함정선, 2011). 



34 

 

 

LTE도 와이브로의 와이브로 에볼루션과 마찬가지로 4세대 기술 표준으로

서 LTE-Advanced의 기술 표준 완료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LTE-

Advanced 기술 개발은 LTE의 연장 선상에 있기 때문에, 정확히 개발 시점

을 정할 수는 없지만 대략 2008년 초부터 개발이 이루어져 왔으며, 2008년 

6월 3GPP에 의해서 첫 표준 규격과 기술 요구 조건이 발표되었다.   

 

3.2  선행 연구 

이동통신 시장에 대한 실물옵션적 접근은 많이 이루어져 왔다. Alleman 

(2002)은 통신산업에서 실물옵션 방법의 사용이 유용함을 보였으며, d ’

Halluin, Forsyth, & Vetzal (2002a, 2002b)는 주파수 시장에서 네트워크 투

자의 최적 시점 결정 문제를 실물 옵션으로 접근하였다. 게임이론과 실물옵션

을 이용하여 통신 산업에서 기업의 전략 선택의 문제가 다루어지기도 하였다

(Edelmann, Kylaheiko, Laaksonen, & Sandstorm, 2002).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이동통신 사업자의 투자에 관한 것이었고 IT기술에 대한 R&D 투자

는 아니었다. 하지만, [그림 2]에서 볼 수 있듯이, 이동통신 세대별 기술 투자

와 직접적 관련이 있는 대상은 이동통신 장비 및 부품 제조사들이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다루는 원천기술의 가장 큰 특징은 표준 기술 채택 단계가 필요

하고 로열티 수입을 동반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R&D 투자에 관한 연구에서도, 많은 연구들의 분석 대상이 바이오나 제약 산

업이기 때문에 R&D 경쟁 상황하에서 승자가 특허에 의한 경제적 이익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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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취하는 모델에 대해 많이 다루어졌다(Weeds, 2002, Schwartz, 2004). 하

지만 통신산업에서와 같이 기술이 국제 표준화 되는 경우, R&D 승자가 시장

을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료를 받고 시장을 분할하게 되기 때문에, 이동

통신 시장에서는 원천기술 투자액 대비 로열티의 경제성, 표준화 채택 경쟁, 

그리고 표준 기술간 시장 분할이 더 큰 문제의 핵심이 된다. 

  

 

[그림 2] 이동통신 산업구조 

  

3.3  분석 모형  

사실 원천기술과 개량 기술, 상용화 기술 등의 구분이 모호하기 때문에, 정

확히 원천기술 -> 개량 및 상용화 기술로 넘어가는 시점이나 개발 비용의 구

분이 쉽지 않다. 또한 경우에 따라서 상용화 기술 개발 후에 원천기술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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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표준 승인이 나는 경우도 있고, 기업간의 경쟁에 의해 국제 표준 기술 

지정 전에 상용화 제품이 출시되기도 한다. 하지만 여기서는 `원천기술 개발→

국제표준 채택→상용제품 개발→국내서비스 도입`이라는 한국 정부의 기본 정

책을 바탕으로 하여 기술 개발부터 상용화 전 단계를, 1단계 : 원천기술 개발 

기간, 2단계 : 개량 및 상용화 기술 개발 기간, 3단계 : 상용 제품/서비스 도입 

이후로 구분한다. 또한 이동 통신 기술의 경우 기술 표준화 작업과 시범 서비

스 시점까지를 1단계 원천기술 개발 기간으로 정하고, 이후 기술 개량 및 상

용화 제품 개발 기간을 2단계 개량 및 상용화 기술 개발 기간으로 가정한다. 

 

3.3.1 원천기술 개발 전략(시나리오 A) 

 

 

[그림 3] 원천기술 개발전략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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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에서 볼 수 있듯이, 먼저 원천기술을 개발하는 시나리오 A의 경우, 

먼저 원천기술 R&D 비용(C0)과 기간(T1)을 소비하게 된다. 원천기술 개발 

성공시, 국제 표준 기술 승인 과정을 통과해야 한다. 그러므로 기술 개발 실

패 위험성과 국제 표준 채택 탈락 위험성을 모두 고려하여, 2단계로의 통과 

성공 확률(P1)을 가정한다. 2단계에서는 개량 및 상용화 기술 R&D 비용(C1)

과 기간(T2)가 소비된다. 개량/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시, 개량 및 상용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 등록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때의 모든 기술 개발 실패 

위험성을 고려해 3단계로의 통과 확률 (P2)를 가정한다. 이후 개발 주체는 

상용화 비용(C2)를 지불하고, 상용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다. 전체 기

술 관련 시장이 유지되는 생존 기간(T3) 동안 이익(V)을 얻게 된다. 여기서 

V는 T3기간 동안 관련 기술을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의 T3 시작 시점에서

의 가치로 가정한다. 또한, 원천기술 개발 성공시에는 이후 개량 & 상용화 기

술 개발 여부와 상관없이 원천기술에 대한 기술료(로열티)를 받는다. 

 

3.3.2 원천기술 도입 전략(시나리오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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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원천기술 도입 전략 모형 

 

원천기술 개발을 포기하고 시나리오 B를 선택하는 경우, 1단계 원천기술 

R&D 비용과 기간을 생략할 수 있다. 대신 국제 표준화를 통과한 원천기술 

중 시장성이 높은 기술을 선택하여 기술을 개량 및 상용화 할 수 있다. 이 때 

기존 원천기술을 내재화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A 전략에 

비해 2단계에서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2단계에서 개량/상용화 기술 R&D 

비용(C1‟)과 기간(T2)가 소비된다. 개량/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시, 개량/상용 

기술 개발에 대한 특허 등록 등의 과정이 필요하며, 이 때의 모든 위험성을 

고려해 3단계로의 통과 확률 (P2)를 가정한다. 이후 개발 주체는 상용화 비

용(C2)를 지불하고, 상용 제품/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한다. 전체 기술 관련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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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이 유지되는 생존 기간(T3) 동안 이익(V‟)을 얻게 된다. V‟도 마찬가지로 

T3기간 동안 관련 기술을 통해 얻은 총 영업이익의 T3 시작 시점에서의 가

치로 가정한다. 

 

의사 결정자는 매 단계의 시작 시점에서 투자(C0, C1, C2) 여부를 선택 할 

수 있는 옵션을 가지고 있다. 즉, C0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면 시나리오 A, 투

자를 하지 않으면 시나리오 B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두 시나리오의 차이는 

1) 시나리오 B의 경우 1단계를 거치지 않고 2) 2단계 투자 비용이 더 크며

(C1‟>C1), 3) 각 시나리오 별로, 상용화 후 얻을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다

르다(V≠V‟)는 것이다. 여기서 각각의 상용화 가치가 다른 이유는 1) 각각의 

기술이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이 다른 점 2) 로열티의 지급 여부이다. 먼저, 

새로 독자적으로 개발된 원천기술인 경우 정치적/경제적/기술적 요인으로 인

해 기존의 시장 지배적인 원천기술에 비해 시장 점유율이 떨어지게 된다. 이

는 CDMA 대 GSM의 경우나, 와이브로 대 LTE의 경우에도 확인할 수 있다. 

반면에 독자 원천기술을 보유한 시나리오 A의 경우, 해당 시장에서 로열티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원천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시나리오 B의 경우, 원천

기술 보유자에게 로열티를 지급해야 한다.  

 

김준(2006)에 따르면, 와이브로의 경우 핵심이 되는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

속(OFDM) 기술의 51%이상을 국내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 기업으

로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원천기술 개발전략(시나리오 A)로 가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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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반면에 LTE의 경우 국내 기업에서 전체 특허 수로는 상당히 많이 가지

고 있으나(Savitz, 2011), LTE가 WCDMA로부터 발전된 버전인 만큼, 원천

기술 로열티를 해외 기업에 지불해야 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B의 시나리오로 

가정이 가능하다(황보연 & 김재섭, 2011). 현재도 여전히 LTE에 대비하여 

와이브로 사업 지속에 대한 당위성으로 지적되는 점도 로열티 문제이다(송주

연, 2011).   

 

3.4 분석 방법 

3.4.1 원천기술 개발 전략(시나리오 A) 

앞에서 [그림 3]와 [그림 4]의 경우 t1와 t2 시점에서 의사 결정자는 투자 

여부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2번의 콜옵션이 연계되어 있는 2단

계 복합 콜옵션(Compound call on a call option)이다. 복합 옵션에 대해서는 

Geske(1979)의 연구에서 옵션 가격에 대한 해가 도출된바 있다. 복합옵션이

란, 옵션에 대한 옵션으로, 옵션 자체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옵션을 말한다. 일

정 시간이 지난 뒤에 옵션의 매도 또는 매입을 결정하여야 할 경우 이용될 수 

있다. 옵션에 대한 옵션인 복합 옵션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콜옵션에 

대한 콜옵션 (call on call), 풋옵션에 대한 콜옵션 (call on put), 콜옵션에 대

한 풋옵션(put on call), 풋옵션에 대한 풋옵션(put on put). 따라서, 복합 옵

션은 2개의 만기와 2개의 행사가격을 가지게 된다. 예를 들어, 현재시점 t=0

일 때, 의사결정자가 콜옵션을 구매하고 첫 번째 만기일(t1)이 되면, 새로운 

콜옵션을 행사가격 X1에 구매할 수 있다고 하자. 새로운 콜옵션은 만기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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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2이고, 행사가격이 X2이다. S를 기초자산의 가격이라고 하고, C(S, τ ; X)를 

행사가 X, 만기일 τ를 갖는 콜옵션의 가격이라고 하자. Ccall 을 첫 번째 콜옵션

의 가격, 즉 복합 콜옵션(Call on a Call Option)의 가격이라고 하면, Closed 

form solution으로 [표 5]와 같이 표현된다. 

 

[표 5] 복합 콜옵션 계산식 

 

Ccall = Se−qt2 N2 a+, b+ ;  ρ − X2e−rt2 N2 a−, b− ;  ρ − X1e−rt1 N(a−) 

 

a+ =
ln  

𝑆
𝑆∗ + (𝑟 − 𝑞 +

𝜎2

2
)𝑡1

σ t1

 

b+ =
ln  

𝑆
𝑋2

 + (𝑟 − 𝑞 +
𝜎2

2
)𝑡2

σ t2

 

a− = a+ − σ t1 

b− = b+ − σ t2 

 

 

ρ는 두 기초자산의 correlation coefficient로 여기서, 기초 자산은 동일하

므로,  t1/t2를 사용한다. r은 무위험이자율, σ는 변동성(volatility), q는 배당

률이다. S∗는 C S∗, t2 − t1 ;  X2 = X1 을 만족하는 기초자산의 임계점이다. 또한 

N(∙) 는 누적정규분포(cumulative normal distribution function)이며, 

N2(x, y ; ρ)는 x, y의 2차원 누적정규분포(two-dimensional e function)이다. 

여기서 문제는 각 단계 사이에 기술적 위험성(Technical Risk)가 존재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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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D. Cassimon et al.(2011)
2는 복합 옵션에서 기술적 위험성(technical 

risk)가 존재할 때의 실물 옵션 모델을 제시하였다. 원천기술 개발 전략(시나

리오 A)의 2단계의 콜옵션에 이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다.  

 

Ccall (A) = P1P2S N2 a+, b+ ;   t1/t2 − P1P2C2e−rt2 N2 a−, b− ;   t1/t2 − P1C1e−rt1 N(a−) 

    ··························· 식 (7) 

 

a+ =
ln 

𝑆

𝑆∗
 +(𝑟+

𝜎2

2
)𝑡1

σ t1
  ························· 식 (8) 

b+ =
ln 

𝑆

𝐶2
 +(𝑟+

𝜎2

2
)𝑡2

σ t2
  ························· 식 (9) 

a− = a+ − σ t1  ························· 식 (10) 

b− = b+ − σ t2  ························· 식 (11) 

S = V(1 + R)−t2   ························· 식 (12) 

 

 

S는 t=2 시점에서의 사업화 수익 V를 t=0 시점으로 할인한 값이다. 여기

서는 할인률 R을 적용한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S∗은 P2C S∗, t2 − t1 ;  C2 =

C1을 만족하는 기초자산의 임계점이다. 그러므로 원천기술 개발 비용 투입시, 

t=0 시점에서의 사업화 가치는 위의 Ccall (A)이 된다. 여기에 t=0 시점에서의 

기술료 수익의 가치(T)를 합하고 t=0 시점에서의 비용 C0을 제하면, 원천기

술 개발 전략의 현재가치는 아래와 같이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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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V 시나리오 A =  Ccall (A) + T − C0  ··············· 식 (13) 

 

 

3.4.2 원천기술 도입 전략(시나리오 B) 

반면, 원천기술을 도입하고 개량 & 상용화 기술 개발만 투자하는 시나리오 

B의 경우는 시나리오 A에서 C0 = 0, P1 = 0 의 두 가지 가정이 들어간 것과 

같다. 그러므로 t=0 시점에서의 사업화 가치는 

 

NPV 시나리오 B =  Ccall (B)  ··················· 식 (14) 

 

Ccall (B) = P2S′ N2 a+, b+ ;   t1/t2 − P2C2e−rt2 N2 a−, b− ;   t1/t2 − C1′e
−rt1 N(a−)  ·  

    ·························· 식 (15) 

 

a+ =
ln 

𝑆′

𝑆∗
 +(𝑟+

𝜎2

2
)𝑡1

σ t1
  ························ 식 (16) 

b+ =
ln 

𝑆′

𝐶2
 +(𝑟+

𝜎2

2
)𝑡2

σ t2
  ························ 식 (17) 

a− = a+ − σ t1  ························· 식 (18) 

b− = b+ − σ t2  ························· 식 (19) 

S′ = V′(1 + R)−t2   ························ 식 (20) 

 

여기서 기술료 지출은 사업화 한 경우에만 발생하므로 V‟에 포함시킨다. 이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각 변수에 대한 설명 부분에서 하도록 하겠다. 

 

3.5 변수 및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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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설명한 실물 옵션 모형 분석에 필요한 변수를 나열해 보면 [표 6]

와 같다. 

 

[표 6] 변수 목록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C0 원천기술 R&D 비용   

C1 개량 및 상용화 기술 R&D 비용 C1’ 개량 및 상용화 기술 R&D 비용 

C2 사업화 투자 비용 C2 사업화 투자 비용 

V 총 상용화 이익 V’ 총 상용화 이익 

T1 원천기술 R&D 기간   

T2 개량 및 상용화 기술 R&D 기간 T2 개량 및 상용화 기술 R&D 기간 

P1 
원천기술 개발 성공 및 표준기술 선정 

확률 
  

P2 개량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 확률 P2 개량 및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 확률 

T 원천기술료 수익(t=0)   

공통 변수 

r 무위험수익률(무위험이자율) σ 
경제적 기대 이익의 변동성 

(volatility) 

R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이러한 변수들은 의사 결정자 입장에서 정해진다. 예를 들어, 기업 입장에

서 분석한다면 투자비용은 해당 개별 기업이 투자하는 R&D비용이 될 것이며, 

기대 수익은 해당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기업 이윤이 된다. 하지만, 정부 입

장에서 분석한다면 투자비용은 정부출연연구소를 포함한 국내 모든 R&D 비

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기대 수익은 국민 경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한 경제적 

편익이 된다. 산업연관분석(inter-industry analysis)에 기반한 국민 경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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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급 효과에는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유발효과, 수출창출 및 수입유발효과, 

고용창출효과 등이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기술 R&D는 정부에서 주도하기

보다는 개별 기업으로 많은 부분 이전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업 입장에서 분석을 하도록 한다. 국내 이동통신 장비 & 단말기 제조업체 

중, S사가 와이브로와 LTE 사업을 모두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기업에 

대한 변수를 기준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3.5.1 개발 비용 (C0, C1, C1’, C2) 및 개발 기간 (T1, T2)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은 ETRI와 S전자를 포함한 국내 기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원천기술 개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 사업에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90억 원이 소요되었

고, 이 중 대부분이 S전자가 투자한 부분이었다(안승구, 2009). 또한 최초 시

연이 2004년 말에 있었으므로, 원천기술개발 기간(T1)은 2년으로 가정한다. 

이러한 정부 기관 중심의 투자는 표준 기술 확보나 시범 서비스 단계까지에 

대한 투자이며, 실제 상용화나 개량 기술 개발은 각 기업이 주도적으로 투자

하게 된다. 한국의 S사의 경우, 와이브로에 2003년부터 2006년까지 3천억원

을 투자(이정훈, 2006)하였으며, 이는 매년 1천억원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

다. 2003년부터 2006년, 즉 3년간 매년 1천억원씩 와이브로에 투자되었으므

로, 원천기술 개발 기간인 2003년부터 2005년까지는 약 2천억원이 투자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HPi(High-speed Portable internet) 프로젝트에 

들어간 R&D비용 390억원과 S전자가 개별적으로 투자한 2천억원을 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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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기술개발 비용(C0)는 2400억으로 가정한다.  

 

전세계적으로 와이브로는 2006년부터 장비매출이 발생하였고, LTE는 

2009년부터 발생하였으므로, 두 기술간 상용화 시점과 기술 개발 기간이 모

두 다르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했듯이 2009년까지 와이브로 시장 매출이 크

지 않으며, 본격적인 4G에 대한 투자는 2010년부터 시작되므로 2009년까지 

두 기술 모두 개량/상용화 기술 개발 과정을 겪는다고 가정한다. 이 경우 개

량/상용화 기술 개발 기간(T2)는 2005년부터 2009년 4년이 된다. 2006년 

발표 기사(김재철, 2006)에 따르면 S전자의 LTE에 대한 투자도 이미 1천억

원 정도가 이루어졌으므로, 2005년부터 2009년까지 매년 Wibro와 LTE에 

각각 1천억원 정도의 투자가 이루어진 것이다3. 그러므로 총 투자액 4천억원

을 개량/상용화 기술 개발 비용(C1)으로 산정한다.   

 

한국은 CDMA 원천기술 확보 과정에서 3단계의 공동 개발을 통해 퀄컴에 

1695만 달러를 지불4하였다. 전체 CDMA 기술 개발 비용 약 1천억원(966억

원) 중 17% 정도를 원천기술 도입에 사용한 것이므로, 여기서도 LTE 도입

을 위해 약 17%의 원천기술 도입 비용이 추가적으로 소요되었다고 가정하면, 

C1‟는 4680억원이 된다. 최근의 원천기술은 표준화 그룹이 형성되어 공동으

                                            

 

 
3
 권해주, 홍석희 (2010)의 기사에 따르면, S전자의 와이브로와 LTE 누적 투자 비용은 총 

6:4 정도이며, 와이브로의 투자 시기가 3년 정도 앞서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연간 투자 

비용은 거의 비슷한 것으로 추정. 
4
 기획기사 “이현덕의 정보통신부 그시작과 끝(이현덕, 2011)”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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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기술 개발이 추진되므로, 여기서 추가적인 비용은 LTE의 경우, 3GPP 

partnership 비용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C2는 상용화에 앞서 장

비 및 부품 업체에서 사용하는 프로모션 비용 및 시장 확대를 위한 투자 비용

으로, 여기서는 1천억원으로 가정한다5.  

 

3.5.2 단계별 성공 확률 (P1, P2) 

앞서 설명하였듯이 여기서 P1은 원천기술 개발 성공 여부와 표준 기술 채

택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확률이다. 

여기서 기술 개발 성공이라는 것은 국제 표준에서 제시하는 기술 수준을 만족

하는 것이므로, 국제 표준화 채택 자체가 기술 개발 성공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채택 수를 보면, 2009년까지 총 48개의 국제 표

준이 채택되었고, 사실상 위원 회안(CD)에 상정되기까지 1년 이상이 소요된

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까지 채택된 총 48개의 국제 표준은 2008년까지 

제안된 212개에서 나온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국제표준안(DIS) 등록은 표

준의 구성과 주요 내용이 사실상 완성된 것이므로, 국제 표준화(DIS) 단계부

터는 사실상의 국제 표준화 성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면 2008년까지 한국

에서 제안된 212개의 국제 표준 제안 중, 30(DIS)+19(FDIS)+48(IS) = 총 

97개가 국제 표준으로 채택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국제 표준 채택 성

공률(P1)은 97/212 = 45.8%로 추정할 수 있다. 참고로. 국제 표준화 기구인 

                                            

 

 
5
 조호진 (2011)에 따르면, S전자가 와이브로 시장 확대를 위해 제 4이동통신 사업자에게 투

자하는 규모는 약 1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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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와 IEC의 국제 표준화 절차는 신규작업항목 제안(NP) → 국제표준초안

(WD) → 위원회안(CD) → 국제표준안(DIS) → 최종국제표준안(FDIS) → 국

제표준(IS)으로 이루어진다(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05). 

 

[표 7] 우리나라의 국제표준 신규제안 및 발간현황(누계) 

구분 

제안 

건수 
부결 

진행상태 
국제표준채택

(발간)건수 

‘09 ‘08 
NP

6
 

제출 

NP 

등록 
WD

7
 CD

8
 DIS

9
 FDIS

10
 ‘09 ‘08 

ISO 248 173 21 34 51 39 30 22 17 34 20 

IEC 79 39 4 36 3 0 12 8 2 14 5 

계 327 212 25 70 54 39 42 30 19 48 25 

※ 기술표준원에서 발표한 국제표준화 활동현황(2009) 자료 재구성. 

 

개량 & 상용화 기술 개발 성공 확률(P2)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2008)에

서 발표한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활용현황조사 결과보고서‟에서 추정하였다. 

해당 보고서에서는 최종평가과제 2938건 중에 중단/실패한 과제 410건을 기

술 개발 실패 사례로 간주하여 약 85%의 기술개발 성공 확률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여기서는 최종 성과활용현황보고서 미제출 과제 113건과 „대체기술 

                                            

 

 
6
 NP : New work item proposal 

7
 WD : Working draft 

8
 CD : Committee draft 

9
 DIS :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10
 FDIS : Final Draft International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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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현‟, „신기술 출현‟, „기술/제품 경쟁력 부족‟, „연구/기술 인력 부족‟의 이유로 

사업화를 포기한 83건까지 포함하여, 총 606건을 기술 개발 실패 건으로 보

고, (2938-606)/2938=0.793, 약 80%를 사업화 이전에 기술 개발 성공율 

P2로 산정하였다. 

 

3.5.3 무위험수익률, 시장변동성,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실물옵션에서 계산에 필요한 무위험수익률은 미국의 장기 국고채(10년 만

기)의 2007~2010년 평균인 3.34%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여기서 의사결정

은 실제 시장 상용화 시점 이전에 이루어지므로, 시장 변동성은 실제 시장 변

동성이기보다는 R&D기간에 바라보는 예상 편익의 변동성이다. 예상 편익은 

추정 연도의 시장규모에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각 연도별 예상 

편익의 변동성은 해당 연도의 시장규모의 변동성과 비슷할 것이라 볼 수 있다.  

※ IITA (2009).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재인용. 

 [그림 5]는 국내 통신 장비 수출 추이이며, 무선 교환기 및 중계기 시장의 

2001년부터 2008년 자료를 이용하여 시장 변동성을 추정하였다. 앞에서 구

한 Call on Call option의 경우, Black scholes model과 마찬가지로 GBM 과

정을 가정하므로, GBM 가정하에서 GMM(Generalized Method of Moments)

을 이용해 변동성(volatility)를 추정하였다. 추정 결과는 [표 8]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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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TA (2009). 전자공시시스템(Dart)
11

에서 재인용. 

 [그림 5] 국내 통신장비 수출 규모 

 

위의 추정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변동성(σ)은 약 0.26으로, 95%신뢰구간

에서 유효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변동성(σ), 즉 volatility는 26%로 

가정한다. 

기업 부분에서 현금흐름할인법(DCF)을 사용할 때 할인율(R)은 가중평균자

본비용(WACC)를 이용하는 것이 보편적이며, 본 연구에서도 할인율은 통신장

비업체의 업종 평균 가중평균자본비용을 사용하였다. 국내 코스닥 통신장비업

체의 가중평균자본비용은 2007년 7.04%, 2008년 7.37%, 2009년 7.66%, 

                                            

 

 
11

 출처:  

http://dart.fss.or.kr/pdf/download/main.do?rcp_no=20100114000229&dcm_no=2500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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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7.85%12 이므로, 4년 평균치인 7.48%를 할인율(R)로 사용하였다. 

 

[표 8] 변동성(σ) 추정을 위한 GMM 결과 

GMM estimation  

Number of parameters =   2 

Number of moments    =   4 

Initial weight matrix: Identity   Number of obs =       7 

GMM weight matrix:     Robust 

Robust      

 Coef. Std. Err. z P-value [95% Conf. Interval] 

β 0.127749 0.072211 1.77 *0.077 (-0.0137818,   0.2692805) 

σ 0.261053 0.033565 7.78 ***0.000 (0.1952676,     0.3268386) 

Hansen J chi-squared statistic : 1.2757626 

※ ***, **, *는 각각 1%(p<0.01), 5%(p<0.05), 10%(p<0.1) 유의수준을 의미 

 

3.5.4 총 상용화 이익 (V, V’) & 기술료(T) 

여기서 총 상용화 이익은 개발된 기술을 기반으로 이동 통신 장비(기지국, 

교환기 등) 및 부품(단말기 통신 칩셋 등) 생산 활동에서 나온 free cash 

flow를 말한다.  

 

                                            

 

 
12

 Yahoo 금융 정보(http://kr.finance.yahoo.com/stock/tickerinfo3.html?symbol=073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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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 cash flow FCF 

=  EBIT 1 − tax rate + Depreciation− Changes in Working Capital

− Capital expenditure 

 

여기서, 운전자본(working capital)은 일정하게 유지된다고 가정하게 되면, 

Changes in Working Capital은 생략이 가능하다. 그리고 EBIT(법인세 이자 차

감전 영업이익)에 유형자본투자에 의한 감가상각이 포함되므로, free cash 

flow 대신 EBIT을 project 수익의 순현재가치를 계산하는데 사용 가능하다

(Richard Razgaitis, 2003). 

그러므로 이동 통신 장비 및 부품 시장에서 사업화를 통해 얻는 수익은 총 

영업 이익에서 범인세를 차감하여 계산될 수 있다. V, V‟는 상용화 시작 시점

에서의 현재 가치이므로, 아래 식(21)과 식(22)로 표현 가능하다.  

기술료의 경우, 기술 라이선스에 대한 로열티의 종류는 다양하지만, 여기서

는 매출에 근거한 경상기술료(Running Royalty)를 가정한다. 이는 CDMA의 

경우 5% 경상기술료가 기준이 되었고, 통상 이동통신 기술이 장비 & 부품 

매출에 대한 경상기술료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기술에 따라 고정기술료, 

또는 선급기술료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기서는 경상기술료를 사용한다. 

그리고 원천기술 개발 전략(시나리오 A)의 경우, 국제 표준으로 인정받은 기

술이 해당 시장 전체에서 로열티 수입을 얻는다고 가정하며, 원천기술 도입 

전략(시나리오 B)의 경우, 해당 기업의 매출에 대한 기술료만 지급하게 된다. 

그러므로, 사업화 시작 시점( t2)에서 본 와이브로 사업 수익 가치(V), L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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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가치(V‟), 와이브로 원천기술료 기술료 가치(T2)는 아래와 같다. 

 

V =  (1 + R)−nt   n 연도 Wibro 장비 & 부품 시장 규모 ∙  n 연도 시장 점유율 ∙

            n 연도 영업 이익률 ∙  1 − 법인세율               ··········· 식 (21) 

 

V′ =    1 + R −nt   n 연도 LTE 장비 & 부품 시장 규모 ∙  n 연도 시장 점유율 ∙

                n 연도 영업 이익률 −  로열티율;  특허 유지 기간  ∙  1 − 법인세율     식 (22) 

 

사업화한 경우,  

 

T2 =   1 + R −nt  n 연도 Wibro  장비 & 부품 시장 규모 ∙  1 − n 연도 시장 점유율 ∙

                로열티율;  특허 유지 기간 ∙  1 − 법인세율   

 

사업화 포기한 경우, 기업의 시장 점유율은 0이 되므로, 

 

T2 =    1 + R −nt  n 연도 Wibro  장비 & 부품 시장 규모 ∙  로열티율;  특허 유지 기간 

∙  1 − 법인세율  

     ························· 식 (23) 

 

여기서 시장 점유율의 경우, 각 국가나 기업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능력(영

업 능력, 노동 숙력도) 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천기술 개발 여

부에 상관없이 외생적으로 주어진다고 가정한다. 영업 이익률의 경우, 국가별/

기업별로 상이하며, 해당 연도의 사업 환경에 따라서도 변동된다. 예로, 오정

숙 (2011)에 따르면 해외 일부 이동통신 장비 업체의 경우 20%를 상회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이기도 하며, 국내 주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의 경우 일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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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영업 이익률을 보이는 업체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10%를 하회하는 영

업이익률을 보였다. 동 보고서에서 제시한 국내 주요 네트워크 장비 업체 12

업체의 2010년도 매출가중 평균영업이익률은 7.8%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영

업이익률은 7.8%를 가정한다. 로열티율의 경우에도 기업간의 개별 로열티 계

약마다 로열티율이 다르고, 협상 기업이 가지고 있는 보유 특허 수, 전체 기

술료 수준에 따라 로열티율이 조정되지만(특허청, 2008), 한국정보통신기술협

회(TTA) 2005년 와이브로 로열티를 3%이하로 확정하였기 때문에(백용대, 

2005), 여기서 와이브로와 LTE에 적용되는 로열티율 기준값은 3%로 정한다. 

그리고 특허 효력 유지 기간의 최장 20년이므로, 여기서도 로열티 지급은 표

준 기술 등록 시점(t1)부터 20년간 이루어진다고 가정하였다. 법인세율은 사

업화 시작 연도인 2009년을 기준으로 22%를 적용하였다.  

 

여기서 와이브로의 장비 및 부품 시장규모를 Wn , LTE의 시장 규모를 Ln , 

시장 점유율을 p, 영업 이익률을 μ, 로열티율을 ν, 법인세율을 φ, 사업화 시

점으로부터 매출 발생 시점까지의 기간(년)을 n이라고 하면, 

 

V =   1 + R −nt Wn pμ(1 −M
n=0 φ)   ················· 식 (24) 

 

V′ =   1 + R −nt Ln pμ(M
n=0 1 − φ) −   1 + R −nt LnpνN

n=0 (1 − φ)  ···· 식 (25) 

 

T2 =   1 + R −nt Wn 1 − p νN
n=0 (1 − φ)  ·············· 식 (26) 

 

(M : 사업 지속 기간, N : 특허권 유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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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며, 위에서 t는 기준 시간 간격으로서 1년으로 설정한다.  

 

3.5.4.1 시장 규모의 추정 

앞에서 언급했듯이 LTE는 이동 통신, 와이브로의 경우 무선 인터넷 서비스

로 시장이 분할될 것으로 보이나 여기서는 와이브로의 시장 Wn 과 LTE의 시

장 Ln 을 합하여 차세대(4G) 이동 통신 장비 및 부품 시장을 이룬다고 본다. 

그러므로 분석에서는 전문가의 전망에 따라 각 기술의 시장 점유율로 와이브

로 20%, LTE가 80%를 가정한다(최경섭, 2011).  

 

한 세대의 기술이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 보통은 이

전 세대의 기술에 의한 시장이 정체되면 차세대 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고, 기

존 세대의 기술은 시장 점유율이 축소된다. 예로 2G(GSM, CDMA)의 경우를 

보면, 1993년 GSM이 영국에서 처음 상용화 된 이후, 2000년대 중반부터 시

장 축소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6]. 그러므로 하나의 기술 세대

의 상승기는 약 10년이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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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전세계 GSM 시장 규모 (선적량 기준). Frost & Sullivan China(2010) 

 

차세대 기술(4G)가 2009년도부터 매출이 발생한다고 보았을 때, 2019년도

에 4G 장비 및 부품 시장이 정점에 오른 후, 2019년 이후에는 점차 차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에 의해 완전히 대체된다고 예상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전체 

이동 통신 장비 및 부품 시장에서 4G 기술이 차지하는 부분이 2009년 시작

하여 2019년에 최대 시장 점유율인 66.6%를 기록한다고 가정할 수 있다13. 

새로운 기술 시장의 점유율은 S자 곡선을 따른다고 볼 수 있으며, 여기서 시

장 점유율 St를 bass diffusion model로 나타내면 식(26)과 같다. 

 

                                            

 

 
13

 ZTE Tech. (2007)이 발표한 ZTE: Chartering a Course for International Expansion via 

CDMA의 내용에 따르면, 2006년도 2G(GSM/GPRS/EDGE)와 CDMA 2000 1x의 이동통신 장

비 시장 비중은 약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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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 = m 
(p+q)2

p

e− p +q  t

(1+
q

p
e− p +q  t )2

  ····················· 식 (26) 

 

2009년 전세계 와이브로(또는 Wimax) 시장은 23억 달러, LTE 시장은 3

억 달러로, 두 시장을 합친 26억 달러는 2009년 전체 이동 통신 장비시장 규

모인 445억 달러(오정숙, 2011)의 약 5.8% 수준이므로,  

 

t=0 때, St=0.058 

t=10 때, St=0.666 

t=10 때, t =
lnq−lnp

p+q
 (t=10 일 때, peak time) 

 

위 3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model을 추정하면, m=6.887, p=0.0084, 

q=0.3698 이 되고, 이 모델을 따를 때의 사업화 연도별 4G 기술의 시장 점

유율은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연도별 차세대(4G) 기술의 시장 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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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점유율을 보면, 사업화 후 25년 이후에는 점유율이 1% 이하로, 실질

적으로 기술 생명 주기가 끝난다고 가정할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4G 

기술의 기술 수명을 25년으로 가정한다.  

2009년 전세계 이동 통신 장비시장 규모는 445억 달러, 주요 이동통신 부

품인 cell phone chip의 경우 시장 규모는 250억 달러였다(Clarke, 2010). 

4G 시장 수명인 2009년부터 2033년까지, 장비 시장은 연평균 성장률

(CAGR) 2.7%14, cell phone chip 시장은 모바일 기기의 폭발적인 성장에 힘

입어 9.3%15를 보인다고 가정하면, 연도별 이동통신 장비 & 부품 시장 규모

는 [그림 8]와 같다. 

 

                                            

 

 
14

 Atlas, 전세계 네트워크 장비 시장규모 추이 및 전망 (2002~2011), 무선 인프라 부분 연

평균 성장률 도입. 
15

 Patrizio, A. (2010. 01.08). IDC Projects Strong Cell Phone Chip Growth. Internetnews

에서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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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연도별 전세계 이동통신 장비 & 부품 시장 규모 

 

이를 토대로 추정한 차세대(4G) 이동 통신 장비 및 부품 시장 규모는 [그

림 9]와 같다. 

  

 

[그림 9] 전세계 차세대(4G) 시장 규모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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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화 0년도부터 24년도까지 (4G) 이동 통신 장비 및 부품 시장 규모에

각 기술별 점유율을 곱하여 Wn 과 Ln 을 구할 수 있으며, 여기서 할인율(R) 

7.48%를 적용하면, 

 

  1 + R −ntW
n

24
n=0 = 802.68 억 달러 = 80.268 조원 

 (1 + R)−ntL
n

24
n=0 = 3210.73 억 달러 = 321.073 조원   

(단, 환율은 1 US 달러당 1000 원을 적용) 

 

기업의 와이브로 장비 및 부품 시장 점유율은 30%, LTE 장비 및 부품 시

장 점유율은 25%16, 평균 영업이익률(μ) 7.8%, 로열티율(ν) 3%를 적용하면, 

 

V = 14.65 억 달러 = 1 조 4650 억원 

V’= 31.93 억 달러 = 3 조 1930 억원 

T2(사업화한 경우)= 11.83 억 달러 = 1 조 1830 억원 

T2(사업화 포기한 경우)= 16.90 억 달러 = 1 조 6900 억원 

 

원천기술료의 경우 표준 기술 선정 확률(P1)만 통과하면, 사업화 여부에 

상관없이 받을 수 있는 수익이기 때문에, 원천기술 개발 투자 시점( t0 )에서 

기술료의 현재 가치(T)는 식(27)과 같다. 

 

T(사업화한 경우) = P1T2(1 + R)−t2 = 3515 억원  ··········· 식 (27) 

                                            

 

 
16

 강희종 (2011)에 따르면, S전자의 LTE 시장 점유율은 25%이상으로 예상됨. 최경섭 

(2010)에 따르면, S전자의 와이브로 시장 점유율은 약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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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사업화 포기한 경우) = P1T2 1 + R −t2 = 5022 억원  ········· 식 (28) 

 

지금까지 추정한 변수들의 기준값을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변수 기준값 목록 

시나리오 1 시나리오 2 

C0 2400 억원 - - 

C1 4000 억원 C1’ 4800 억원 

C2 1000 억원 C2 1000 억원 

V 1조 4650 억원 V’ 3조 1930 억원 

T1 2 년 T1 2 년 

T2 4 년 T2 4 년 

P1 45.8% P1 100% 

P2 80.0% P2 80.0% 

T 3515/5022 억원 - - 

공통 변수 

r 3.34 % σ 26% 

R 7.48%   

 

4. 분석 결과 

4.1 시나리오별 순현재가치(NPV) 

분석 결과 와이브로 개발 프로젝트(원천기술 개발)의 경우 순현재가치는 

3084억원, LTE의 경우(원천기술 도입)는 1조 3548억원으로 추정되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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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원천기술 또는 개량/상용화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 입장에서 영업 이익과 

로열티 가치만을 고려해서 분석한 결과로, 현재 수치로는 와이브로보다 LTE 

사업의 경제성이 4배 이상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와이브로와 LTE

에 대한 대부분의 경제 가치 분석이 국가 전체의 생산유발효과, 부가가치창출

효과, 고용창출효과, 수입/수출 창출효과를 고려한 것이므로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힘들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이 

LTE보다 와이브로의 경제성을 더 크게 예상했던 것에 반해 현재 시점에서 

봤을 때는 원천기술 개발 전략인 와이브로의 경제성이 훨씬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와이브로에 대한 경제성 평가가 주로 이루어진 2000년대 중반의 

경우 와이브로의 기대 시장 점유율이 지금과 같이 부정적이지 않았던 것이 이

러한 차이의 큰 이유이다. 만약 와이브로와 LTE의 차세대 이동 통신 시장 점

유율을 50:50이라고 가정한다면, 와이브로 개발의 순현재가치는 1조 3834억

원, LTE의 순현재가치는 약 7304억원이 된다. 그러므로 와이브로와 LTE의 

차세대 이동 통신 시장에 대한 대등한 시장 분배를 가정했을 때는, 와이브로

의 경제성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기술별 시장 점유율, 기업의 시장 점유

율, 영업이익률, 로열티율, 기술 개발 성공률, 국제 표준 기술 등록 성공률 등

의 변화에 의해 각 전략의 순현재가치는 매우 크게 변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래에서는 각 변수의 변화에 따른 순현재가치 변화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전략적/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표 10] 와이브로와 LTE 개발 전략의 순현재가치(NP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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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휴대인터넷 사업의 국민경제적 파급효과 분석(ETRI, 2003)”에서 인용 (b) 

2008년 ETRI 발표자료(김경환, 2008) (c) 2007년 포스데이타 와이브로 기술 유출

시 검찰에서 추정한 가치(송선옥, 2007) (d) 미국 투자회사 제프리스앤코에서 추정한 

각 기업별 LTE 특허 가치(Savitz, 2011) 

 

4.2  민감도 분석 

4.2.1 기술별 시장 점유율 변화 

[그림 10]을 보면, 쉽게 예상할 수 있듯이 차세대 이동 통신 시장에서 와이

브로의 비율이 확대될수록 와이브로 원천기술 확보(시나리오 A)하는 전략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대로 LTE 시장이 축소되면서 

LTE 기술 도입 전략(시나리오 B)의 경제적 가치는 급격히 감소되게 된다. 

결국, 차세대 기술별 시장 비율이 원천기술 개발을 할지 아니면 원천기술 도

입을 할지에 대한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된다. 차세대 이동 통신 시장의 경우, 

와이브로의 시장 점유율이 약 10% 이상이 되어야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의 

순현재가치가 +가 되어, 경제적으로 타당한 사업이 된다. 그러므로 현재 20% 

이하로 예상되는 와이브로의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 점유율이 더 악화되어 10%

미만으로 하락한다면, 와이브로는 기업의 수익성 관점에서 실패했다고 볼 수 

 분석 결과 

(wibro : LTE  

= 2:8) 

분석 결과 

(wibro : LTE  

= 5:5) 

ETRI 발표 

(부가가치 창출 기준) 
기술 특허 가치 

Wibro 

 

3083억원 

(2003년 기준) 

1조 3834억원 

(2003년 기준) 

7조 5000억원 

(a) 

15조원 

(c) 

LTE 

 

1조 3548억원 

(2003년 기준) 

7304억원 

(2003년 기준) 

6조 7000억원 

(b) 

3조 6300억원 

(d) 



64 

 

있다. 

반대로 와이브로의 비율이 38% 이상으로 예상된다면,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이 LTE 원천기술 도입보다 더 경제성 있는 전략이 된다.  

 

 

[그림 10] 개별기업 시장 점유율에 따른 NPV 변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개별 기업의 시장 점유율 변화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

진다는 것이다. 위 그래프 [그림 10]에서는 원천기술 확보 효과로 인해 개별 

기업은 LTE 시장에서보다 와이브로 시장에서 5%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가

질 수 있다는 가정을 가지고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업의 와이브로 시

장 점유율이 20%, 35% 40%로 변할 때, 원천기술 개발이 손익 분기점을 넘

는 시점은 와이브로가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10% 이상을 차지할 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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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 반면에,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이 LTE 원천기술 도입 전략에 비

해 경제적으로 더 나은 선택이 되는 시점을 보면(같은 색의 점선과 실선이 맞

나는 지점), 시장 점유율이 작은 기업일수록 더 낮은 지점(와이브로 비중)에

서도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이 더 나은 전략이 된다. 물론 와이브로 시장이 

축소되면 손실이 발생할 위험성이 커지지만, 어느 정도 해당 기술의 시장 규

모가 확보된다면, 시장 점유율이 높은 기업보다 낮은 기업이 오히려 원천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뛰어 들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세대 이동통

신 기술 개발 당시 퀄컴이 적극적으로 CDMA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로열티 

수입을 통해 기업을 확장시킬 수 있었던 예에서도 알 수 있다. 

 

4.2.2 로열티 및 특허유지기간 변화 

로열티율의 변화와 표준 특허권 유지 기간의 변화를 보자. 의심할 여지없이 

로열티율이 증가하수록 원천기술 개발 전략의 순현재가치는 증가하며, 반대로 

원천기술 도입 전략은 경제적 가치가 떨어진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표준 

특허권의 유지기간이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듯이, 특허 유지 기간을 15년

으로 가정하였을 때, 로열티율이 7%까지 상승한다고 해도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의 순현재가치는 LTE 원천기술 도입의 순현재가치보다 높아질 수 없다. 

하지만 특허 유지 기간이 20년, 25년으로 늘어나면, 로열티율 상승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나며 원천기술 개발에 의한 순현재가치도 전체적으로 크게 증가한다. 

즉 원천기술 개발의 경제적 가치가 증가하기 위해서는 로열티율의 상승뿐만이 

아니라 원천기술의 특허 수명도 늘어나야 하는 것이다. 로열티 부과 기간은 



66 

 

라이선스 계약 조건에 따라서도 달라지지만, 특허 등록 시점부터 상용화기간

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줄이는 것도 중요하다. 표준 기술 선정 시점( t1 )부터 

특허권 유지 기간이 시작된다고 하면, 개량 & 상용화 기술 개발 기간이 단축

될수록 로열티를 받을 수 있는 상용화 기간이 늘어나게 된다. 개발 기간 단축

에 따른 순현재가치(NPV)의 변화는 [그림 12]과 같다. 이동통신 시장에서 

기술 로열티는 5%가 기준(CDMA 로열티 기준)이었지만, 최근 로열티율이 낮

아지는 추세이다. 그러므로 실질적으로 로열티가 5% 이상은 불가하다고 보았

을 때, 개량 & 상용화 기술 개발 기간(T1)이 최대한 단축되어야 원천기술 개

발의 경제적 타당성이 확보될 수 있다. 

 

 

[그림 11] 로열티율과 특허유지기간 변화에 따른 NPV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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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개량 & 상용화 기술개발기간(T2) 변화에 따른 NPV 변화 

 

4.2.3 정부의 R&D 보조 

원천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원천기술 개발 비용 2400억원 중에 정부에

서 일정부분을 보조해 준다고 가정해보자. [그림 13]와 같이 와이브로와 LTE

가 차세대 이동 통신시장은 2:8로 분할하는 경우, 또는 와이브로가 더 확장되

어 3:7의 시장 비율을 갖는다고 해도, 정부의 R&D 보조금이 LTE 기술 도입

에 대한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 전략의 경제적 우위성을 보장하지는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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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D 비용 보조에 따른 NPV 변화 

 

4.2.4 국제 표준 기술 채택 확률(P1)의 변화 

원천기술 R&D 비용 보조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표준 기술 채택 

확률 (P1)이 매우 낮기 때문인데, 표준 기술 채택 확률 변화에 따른 순현재

가치의 변화는 [그림 14]과 같다.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현재 시장 

배분(와이브로 : LTE = 2 : 8)에서는 불가능하지만, 와이브로에 좀 더 유리한 

시장 배분(와이브로 : LTE = 2 : 8)이 이루어지면, P1이 약 70%가 될 때, 와

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이 경제적으로 우위의 전략이 된다. 여기서 사실 P1이 

의미하는 바는 공식 표준(de jure standard)로 인정받을 확률이며, 차세대 이

동통신 시장에서 와이브로가 차지하는 비율은 원천기술이 실질 표준(de facto 

standard)으로 인정될 확률을 뜻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기술 개발이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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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타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해당 기술의 공적 표준화 활동뿐만 아니라 시장에

서 실질 표준이 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것이다. 

 

 

[그림 14] 표준 채택 확률(P1) 변화에 따른 NPV 변화 

 

4.2.5 공동 원천기술 개발 

원천기술 개발 비용을 n개의 경제 주체가 1/n씩 나누어 투자한다고 하자. 

그리고 기술료(로열티)도 1/n씩 분배한다고 했을 때, 순현재가치의 변화는 

[그림 15]와 같다. 현재 로열티율이 3%인 경우에는 공동개발보다는 독자적

으로 개발할 때 더 높은 NPV를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로열티율이 1%대로 

떨어지면, 공동개발을 통해 원천기술개발 비용을 분담하는 것이 더 적절한 전

략이 된다. 이는 로열티가 감소하면, 공동개발로 인해 기술료가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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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투자 비용 절감 효과가 더 크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은 로열티율 

뿐만 아니라 기술료에 큰 영향을 미치는 특허유지기간, 원천기술 시장규모 등

에 의해서도 나타난다. 비록, 현재 상황(로열티율 3%)에서는 공동개발보다는 

독자개발이 더 이익이 크지만, 사실 그 차이의 폭이 2000억원(원천기술 개발 

비중 100%와 0%간 차이) 정도로 크지 않다. 오히려 공동개발을 통해 원천

기술의 시장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다면 더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림 

10]에 따르면 와이브로 시장 비율이 10% 정도 확대되면, 와이브로 원천기술 

개발의 순현재가치는 약 5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그림 15] 원천기술 개발 참여 비율에 따른 시나리오 A의 NPV 변화 

 

5. 결론 

5.1 와이브로 vs LTE 경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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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원천기술 개발 전략과 원천기술 도입 전략을 비교하기 위해 

이미 시장화가 이루어진 와이브로와 LTE의 경제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최대

한 현실을 반영하기 위해 데이터와 변수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지만, 두 전략

의 비교를 위해 부득이하게 모델을 간소화하게 되었다.  

분석 결과, 국내 원천기술인 와이브로의 경제성은 LTE에 비해 1/4 정도밖

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세대 이동통신 시장에서 와이브로의 비중이 

기대보다 낮아진 것이 가장 큰 이유였다. 하지만, 해당 원천기술 시장이 축소

된다고 해도 로열티율과 특허유지기간의 확대, 그리고 국제 표준 기술 채택확

률의 증가를 통해 원천기술 가치의 향상을 이룰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분석된 경제적 가치가 사후적으로 제시되는 만큼, 과거 전략 선택의 

타당성과 현재의 상황에 대입하여 보여준다는 한계는 있지만, 각 변수에 대한 

민감도 테스트를 통해, 환경 변화를 설정함으로써 유의한 전략적 함의도 찾아

낼 수 있었다. 

 

5.2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 전략 

먼저, 기업별 원천기술 확보 전략을 보면, 시장 점유율이 작은 기업일수록 

해당 기술의 미래 시장 규모에 더 민감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해당 기술의 시장 규모가 작을수록 원천기술 개발 단계의 비용과 리스크

가 상대적으로 커지고, 반대로 시장 규모가 커지면 시장 규모가 큰 기업에 비

해 더 적극적으로 원천기술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와이브로 원천

기술 개발에 참여했던 중소기업 중에 과도한 R&D 비용과 예상보다 작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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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규모로 인해 폐업한 사례와 반대로 원천기술 개발에 성공하여 영업이익보

다는 로열티 수입을 통해 성장한 기술기업들의 예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두 전략을 구분하는 가장 큰 요소인 기술료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서는 로열티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술료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을 확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다. 최근 통신 기술에 관한 표준 특허 논쟁에서도 알 

수 있듯이 표준 기술의 경우 FRAND(Fair Reasonable And Non 

Discriminatory terms)조항에 의해 특허권을 이용해 경쟁 상대의 사업 활동

을 제한하거나 높은 로열티율을 부과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천기술 확보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특허권 유효 기간의 극대화이다. 기술 특허의 

경우 최대 20년까지 존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지만, 특허 출원일부터 기간이 

계산되기 때문에 출원일로부터 상용화 시작시점까지 줄이고 최대한 시장 확대 

속도를 높이는 것이 매출에 기준한 특허료를 확대할 수 있는 방법이다. 세 번

째로는 공동 원천기술 개발의 확대이다. 기본적으로 공동 원천기술 개발 및 

표준화가 이루어지면 기술료를 분배해야 하지만, 원천기술 개발 비용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고, 관련 시장 규모의 확대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다. 국내 독

자 기술이었던 와이브로가 해외의 와이맥스(Wimax) 표준과 결합되지 않았다

면, 정치적, 기술적 역량에 따라 국제 표준으로 인정되기 힘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와이브로 시장 축소의 이유로 와이브로 진영에 세계적 이동통신 

사업자의 없었다는 점이 지적되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많은 기업들이 독자 기술보다는 표준 추진 단체나 제휴를 통해 원천기술을 개

발하는 전략은 원천기술의 표준화 채택과 시장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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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한 전략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기술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영향력 있는 파트너가 적절히 

조합되는 것이 중요하다.  

 

5.3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마지막으로 이러한 모든 전략의 기본에는 내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공적 표

준(de jour standard)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실증 분석 결과를 보면, 와이브로와 LTE 시장 

분배를 5:5로 가정했을 때에는 원천기술 개발 전략이 더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원천기술의 단점인 추가적인 R&D 비용과 

공적 표준(국제 표준)이 될 낮은 확률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유한 원천기술이 

실질적으로 세계 시장으로 진입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천

기술 개발 경제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국내의 기술수입 대체 효과뿐만 아니

라 해외 시장에 자국 기술이 진입하는데 더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분석 결과를 보면, 정부에서 기업의 원천기술 개발을 비용을 100% 

지원한다고 해도, 표준 원천기술 개발 확률이 50%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는 원천기술 개발 전략이 경제성을 확보하기 힘들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국

제 표준화 기구에서 정부의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그 역량은 

국제 표준 기구 위원회 의석 확보와 국제 회의의 국내 개최 활동에 있다(최현

경, 2009). 기술표준원에서 매년 발표하는 „국제 표준화 활동 현황‟에서도 표

준 기구 위원회에서의 국내 인사 활동과 국제 회의의 국내 개최를 주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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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로 발표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 표준화 기구인 

ISO의 2009년 국가별 간사 통계를 보면, 한국은 독일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국제 표준화 채택 확률이 국제 기구 간사 수에 정확히 

따라간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R&D 투

자뿐만 아니라 원천기술의 표준화 채택 활동에 있어서 정부가 맡아야 할 역할

이 아직 많이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국제 표준 기술로 채택되어 공적 표준(de jour standard)이 되었다

고 해도,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외면 받으면 무의미한 표준이라 할 수 있다. 

실증 분석에서도 기술간 시장 점유율의 변화에 따라 전체 사업의 가치가 근본

적으로 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사실상의 표준(de facto standard)

이 되어 상대적으로 큰 시장을 차지하는 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와

이브로의 경우도 이동통신 서비스 사업자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이끌어내는데 

실패하였고, 현재는 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 시장에서 니치마켓(Niche Market)

용 기술이 되어가고 있다.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기존 기술과의 연

계성 또는 호환성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3세대 이

동통신의 대부분을 차지한 WCDMA나 HSDPA 계열의 이동통신 사업자의 경

우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LTE로 전환이 가능했지만, 와이브로에 대한 중

복투자에서 수익성을 확보하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그만큼 소극적이었다. 이외

에도 와이브로가 초기에 음성 서비스가 제한된 점, 셀당 커버리지가 상대적으

로 작은 점 등 기술적으로 단점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먼저 상용화 되었음

에도 불구하고 차세대 이동 통신 기술 시장에서 와이브로가 상대적으로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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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밖에 없었다. 물론 사실상의 표준이 되는데 실패하고, 상대적으로 적은 

시장을 차지한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차세대 그 이후의 세대에

서는 기존의 시장을 기반으로 시장 확대를 노릴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원천기술 개발의 진정한 의미를 따지기 위해서는 사실 몇 세대에 걸친 장기적

인 경제성을 보아야 할 것이다.   

 

5.4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 

본 연구에서는 와이브로와 LTE에 대한 실증 분석을 하였지만, 위의 모델은 

IT, 전자,재료, 기계 등 다양한 분야의 원천기술 개발 전략 분석에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원천기술 개발 또는 원천기술 도입이라는 

전형적인 유형으로 분리하였지만, 원천기술 일부 개발 또는 원천기술 일부 도

입이라는 좀 더 현실성 있는 전략도 큰 틀에서는 분석 가능할 것이다. 그리고 

2단계가 아닌 N단계 복합 옵션으로의 확대를 통해 몇 세대에 걸친 원천기술 

개발의 가치를 재평가 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분석들이 좀 더 타당성

을 얻기 위해서는 영업이익률, 로열티율, R&D 투자 비용, 기술 개발 성공 확

률, 시장 규모 등, 외생적으로 주어졌던 변수들간의 관계를 먼저 정립할 필요

성이 있을 것이다. 

 

원천기술 개발은 국가적으로는 기술무역수지를 개선하고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는 필요 조건 중 하나가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개별 기업이 

R&D 역량을 확보하고 개별 기업의 이익 추구도 주요해지면서, 때로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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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개별 기업의 이익 추구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정

부는 국가 전체의 원천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방향을 재정립

하기 위해서라도 본 연구에서 지적한 원천기술 개발의 구조적인 문제점과 해

결 방향 분석에 관심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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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late 20th century, developing countries have achieved a lot of 

succes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with low labor cost and 

technology introduced from the developed countries. However, as the 

international support for patent rights is strengthened, the patent war 

became the significant problem for developing countries. And now, the 

general technology from their own R&D program is the key of upgrading 

themselves to the developed countries.  

In this paper, the economic value of two strategies, developing own 

general technology or introducing the technology, were compared from 

the viewpoint of private enterprise. For the sense of reality, 

Wibro(Mobile Wimax) & LTE, the new technologies of mobile 

telecommunication industry, was examined. In addition, the effective 

strategies of the private enterprise and government of developing 

countries will be tested in the real options perspective.  

The results show that the Wibro R&D program(development of original 

technology) had no economic value. The critical reasons were the low 

probability to pass the international standard, and the failure in the 

market competition between the alternative technologies. Therefore, in 

the R&D of general technology, the chance of international standar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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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arket power of the technology are more important than the simple 

R&D subsidies. Also, one of the important findings is that the term of 

patent is more critical to the value of R&D program rather than the 

royalty rate.  

 

Keywords: Real Options, General technology, Original technology, 

Mobile telecommunication, Wibro, Wimax, LTE, Royalty, License  

Student Number: 2010-21064 


	1. 서론
	1.1 연구 배경
	1.2 원천기술과 개량 기술
	1.2.1 원천기술과 개량 기술의 정의
	1.2.2 원천기술 개발의 장점
	1.2.3 원천기술 개발의 단점
	1.2.4 기술 표준화와 원천기술
	1.2.5 원천기술 개발과 원천기술 도입 전략 비교


	2. 연구 방법론
	2.1 실물 옵션 평가 방법(REAL OPTIONS VALUATION, ROV)
	2.2 옵션의 종류
	2.3 실물 옵션 분석 기법
	2.3.1 분석적 방법(Analytical Method)
	2.3.2 격자/이항 모형(Lattice/Binomial model)
	2.3.3 시뮬레이션 기법(Monte Carlo Simulation)
	2.3.4 확률 과정의 종류


	3. 실증 분석
	3.1 실증 분석 대상
	3.1.1 차세대(4G) 이동 통신 기술 시장
	3.1.2 와이브로(Wibro) & 와이브로 에볼루션(Wibro Evolution)
	3.1.3 LTE & LTE-Advanced

	3.2 선행 연구
	3.3 분석 모형
	3.3.1 원천기술 개발 전략(시나리오 A)
	3.3.2 원천기술 도입 전략(시나리오 B)

	3.4 분석 방법
	3.4.1 원천기술 개발 전략(시나리오 A)
	3.4.2 원천기술 도입 전략(시나리오 B)

	3.5 변수 및 데이터
	3.5.1 개발 비용 (C0, C1, C1’, C2) 및 개발 기간 (T1, T2)
	3.5.2 단계별 성공 확률 (P1, P2)
	3.5.3 무위험수익률, 시장변동성, 가중평균자본비용(WACC)
	3.5.4 총 상용화 이익 (V, V’) & 기술료(T)


	4. 분석 결과
	4.1 시나리오별 순현재가치(NPV)
	4.2 민감도 분석
	4.2.1 기술별 시장 점유율 변화
	4.2.2 로열티 및 특허유지기간 변화
	4.2.3 정부의 R&D 보조
	4.2.4 국제 표준 기술 채택 확률(P1)의 변화
	4.2.5 공동 원천기술 개발


	5. 결론
	5.1 와이브로 VS LTE 경제성
	5.2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기업 전략
	5.3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의 역할
	5.4 본 연구의 한계점과 앞으로의 연구 방향

	6. 참 고 문 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