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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실제 수행되고 있는 국

가 R&D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의 유용성을 검증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 사례분석을 통해 그 원인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

는 데 있다. 

  먼저 08~’14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R&D사업을 대상으로 

경제성 평가 결과인 B/C(E/C)분석 값이 높을수록 실제 경제적 성과인 

예산 100만원당 연평균 기술료 징수액 또는 예산 1000만원당 연평균 

사업화 건수도 높은지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이들 변수 간에는 

매우 약한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즉 예비타당성조사가 투자 효율성 제고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인데, 그 원인은 크게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자체의 예측이 

잘못된 경우와 경제적 타당성이 확인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관리되지 

않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

의 한계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선행연구를 통해 대체하였고,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사업집행 및 관리상

의 문제를 골든씨드 프로젝트사업과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사례를 

통해 분석하였다.  

  두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예산에 준하는 

정도의 예산 편성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사업을 수행

하기 위한 첫번째 요건인 적정 재원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초 예

상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분야별 특성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주항공기술과 같이 미국 

등 선진국 기술에 대한 추격형 R&D의 경우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이 필

수적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예측시에 계약 상대국의 변수까지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특징적 한계이다. 생명공학기술의 경우 조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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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엔자와 같이 예기치 않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일부 사업단의 사업집

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환경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다. 

  이 밖에도 골든씨드 프로젝트와 같은 다부처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 전

반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체계보다는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심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500억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수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가지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예비타당성조사시 계획한 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

가 달라지면 사업 수행에 따른 경제적 편익도 예측치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취지인 재정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예비타당

성조사의 예측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당성을 입증받은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업 집행시 변화될 수 있는 환

경적 제도적 요인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특히 성과목표가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 계획 수립 시 해당 R&D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해야 한

다. 

  또한 성과를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자체‧상위‧특정평

가의 결과를 통해 기존 계획과 실제 사업 집행상의 괴리가 생기는 원인

을 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평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계획에 충실한 사업집행 및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도 중요한 요건은 계획에 준하는 예산편성이다.

   주요어 : 국가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분석, 

R&D 성과, 기술료, 사업화, R&D사업 관리

   학  번 : 2009-2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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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론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우리나라의 지난 30년간 경제성장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 증가가 실질

소득의 증가를 대부분 설명하고 있으나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산성 

증가가 실질소득의 증가를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1) 그리고 경제성장

에 대한 R&D 기여율이 1981년~2010년에는 35.4%, 2013년~2017년

에는 40%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에서 알 수 있듯이, 변화된 경제성장 구

조 속에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생산성의 핵심요소는 바로 R&D이다.2)  

   이렇듯 R&D가 우리나라 경제성장의 동력으로 역할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지난 ‘11~’13년간 미국, 프랑스 등 외국 정부가 -3.8%, 

-5.4%씩 각각 R&D 예산을 줄이는 와중에도 우리 정부는 R&D투자를 

7.3% 증가시키는 등 GDP 대비 R&D 투자가 세계 최고 수준에서 이뤄

지고 있다.3) 또한 ‘15년 국가연구개발 예산은 18.9조에 이르며 지난 

5년 동안 150%상승 하는 등 R&D예산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러한 R&D투자의 확대에 따라 투자 대비 성과에 대한 관심도 높아

지고 있으나, SCI논문 게재 수 세계10위, 국내 특허출원 세계 4위라는 

양적 성과에 비해 SCI논문 피인용도 세계 31위, 기술무역수지 OECD하

위권이라는 비교적 떨어지는 질적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질적 성과와 연

구생산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4) 

  R&D 사업의 성과를 높이려면 예산의 기획단계에서부터 투자를 전략

적으로 하여야 하며, 특히 대규모 정부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일수록 투자

에 신중을 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 사업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도입된 것

1) 한국은행. (2012). BOK 이슈노트 No. 2012-2.
2)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3)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4) 미래창조과학부. (2013). 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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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예비타당성조사이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와 같은 예산배분결정을 위한 도구가 제대로 작동해

야 투자 대비 성과를 제고할 수 있으며, 막대한 재정을 투자한 R&D의 

성과 향상은 경제성장의 핵심적인 견인차 역할을 하게 된다.

  정부는 대규모 예산 투입사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유도하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 1999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도입하여 대

규모 투자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다. 2008년부터는 

순수 R&D부문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확대 실시하면서 대형 신규 사업

의 신중한 착수를 위한 필수 통과 절차로 자리매김하고 있다(안상진 외, 

2013).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5)에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이래 올해로 

8년째이고 2014년 상반기까지 총 100여건이 넘는 예비타당성 조사가 

수행되어왔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 중 사업 타당성이 입증되

어 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집행되면서 기술적 경제적 성과가 나타나 국가

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6)시에 수집되고 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사업이 100여건에 이르고 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실제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이 축적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들의 성과분석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가 재정 효율성을 달성

하는데 기여하고 있는지 검증해 볼 수 있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예측한 사업의 성과와 

실제 사업 수행 후 나타난 성과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다만 예비타당

성조사를 통해 예측된 경제적‧기술적‧정책적 타당성 중 기술적‧정책적 타

당성은 비계량적이거나 상대적 수치로 예측되므로 실제 기술적‧정책적 

성과와 객관적 비교를 하기에 용의하지 않은 면이 있다. 그래서 본 연구

5)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
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
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
조제1항)

6)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는 매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분석과 평가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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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제성 평가에 한해 실제 측정된 경제적 성과와의 비교를 통해 그 유

용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에 사업의 시행 여부

를 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경제적 타당성

이므로 기술적‧정책적 타당성 분석의 유용성을 연구하기 앞서 경제성 분

석의 유용성을 연구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의미있다고 본다. 

  또한 동 분석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이 역할을 하지 못

하고 있다면 그 원인을 크게 예비타당성조사 자체의 예측성의 문제와 당

초 계획과 괴리된 사업 집행․관리의 문제로 나누어 분석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예측성의 문제는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한

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발표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로 원

인 분석을 대체할 것이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고 타당성이 입증된 

당초의 계획과 괴리된 사업 관리의 문제는 기술 분야별 대표사례를 선정

하여 문제점 및 원인을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B. 연구대상 및 연구방법 

  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

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08년 이래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R&D

사업 중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매년 시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에 의해 성과가 수집되고 있는 사업을 연구 대상으로 한다.  

  한국과학기술평가원에서 발간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08~’14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 R&D 사업은 <표1>과 같이 

총 99개 사업이다. 이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시행으로 표

시된 66개 사업이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의해 논문, 특허,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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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시기 사업명 주관

부처
시행

여부9)

1 ‘08상 환경융합신기술개발사업 환경부 미시행

2 ‘08상 핵심해역 관리를 위한 
종합해양과학기술개발사업 해수부 미시행

3 ‘08상 한국형발사체(KSLV-Ⅱ)개발사업 과기부 미시행

4 ‘08상 지구온난화 대응 에너지․환경 
기초․원천기술개발사업 과기부 시행

5 ‘08상 질환별 후보물질발굴사업 과기부 시행

6 ‘08하 지능형자동차 상용화 연구기반구축 및 
기술개발사업 지경부 시행

7 ‘08하 국가플랫폼기술개발사업 지경부 미시행

8 ‘08하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지경부 시행

9 ‘08하 미래환경보건 선도기술개발사업 환경부 미시행

10 ‘09상 글로벌 프론티어사업 교과부 시행

11 ‘09상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교과부 시행

12 ‘09상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교과부 미시행

13 ‘09상 기초연구실 육성사업 교과부 시행

14 ‘09상 미래방사선핵심기술거점화사업 교과부 미시행

15 ‘09상 Eco-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사업 지경부 시행

16 ‘09상 국가기술지원 허브를 통한 중소기업 
기술경쟁력 강화사업 지경부 시행

17 ‘09수시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교과부 시행

18 ‘09수시 온라인 전기자동차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사업 교과부 시행

19 ‘09수시 모바일하버 기반 수송시스템 혁신사업 교과부 시행

20 ‘09하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시행

술료, 사업화 등 4대 성과가 수집되고 있는 사업은 ‘12년 하반기까지7)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54개 사업이다.

<표1> ‘08~‘14 예타 대상 R&D사업 및 본 연구대상 사업(회색 표시)8)

7) 예비타당성조사를 기획․  실시․  통과한 사업이 이듬해 예산을 신청하여 그 다음해 
사업이 시행되고 1차년도 성과를 도출하기까지 최소 3년이 소요되므로, ‘13년부터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15년 9월 현재 성과수집의 대상이 아니다.     

8) 출처 : KI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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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09하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시행

22 ‘09하 친환경상품 기술개발사업 환경부 미시행

23 ‘09하 환경정책기반 공공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시행

24 ‘09하 환경지식기반 심화기술개발사업 환경부 미시행

25 ‘09하 농생명 국가전략대응기술개발사업 농진청 시행

26 ‘09하 농생명 원천기술개발사업 농진청 시행

27 ‘09하 농생명 미래성장동력기술개발사업 농진청 미시행

28 ‘09하 친환경 바이오기술개발사업 농진청 미시행

29 ‘09하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지경부 시행

30 ‘09하 나노융합 2.0사업 지경부 미시행

31 ‘09하 탄소산업 발전을 위한 탄소밸리구축사업 지경부 시행

32 ‘09하 KOREA CCS 2020 프로젝트 교과부 시행

33 ‘09하 기상조절기술개발사업 기상청 미시행

34 ‘10상 기술혁신형 중소중견기업 인력지원 지경부 시행

35 ‘10상 차세대 중형항공기 개발사업 지경부 시행

36 ‘10상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지경부 시행

37 ‘10상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지경부 시행

38 ‘10상 미래전략 소프트웨어 기술개발 교과부 시행

39 ‘10상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교과부 시행

40 ‘10상 가교적 글로벌 항암신약 
개발사업(B&D사업) 복지부 시행

41 ‘10상 폐자원 및 바이오매스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환경부 미시행

42 ‘10상 중소기업제품화개발사업 중기청 미시행

43 ‘10수시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교과부 시행

44 ‘10하 국가 마우스표현형분석 기반구축사업 교과부 시행

45 ‘10하 패러다임 전환형 미래소재 기술개발사업 교과부 미시행

46 ‘10하 첨단수중시공로봇 연구개발사업 국토부 미시행

47 ‘10하 WPM(World Premier Materials) 사업 지경부 시행

48 ‘10하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지경부 시행

49 ‘10하 실감미디어산업 R&D 기반구축 및 
성과확산사업 지경부 시행

50 ‘10하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지경부 시행

51 ‘10하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 개발사업 환경부 시행

52 ‘10하 맞춤 예방연구 역량강화사업 복지부 미시행

53 ‘11상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지경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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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11상 나노융합 2020사업 지경부 시행

55 ‘11상 온실가스 감축 실현을 위한 CO2 free 
차세대 제철기술 개발사업 지경부 시행

56 ‘11상 전통천연물 기반 유전자-동의보감사업 교과부 시행

57 ‘11상 국가전략형 생명연구자원 기반구축사업 교과부 미시행

58 ‘11상 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부 미시행

59 ‘11상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농림부 시행

60 ‘11하 범부처 Giga KOREA 사업 지경부 시행

61 ‘11하 발전용 고효율 대형 가스터빈 개발사업 지경부 시행

62 ‘11하 IT융·복합 산업 혁신을 위한 스마트센서 
산업 육성 사업 지경부 미시행

63 ‘11하 F1서킷을 연계한 패키징 차부품의 고급 
브랜드화 연구개발사업 지경부 시행

64 ‘11하 첨단센서 및 USN기반 하천·물환경 
모니터링 기술개발 사업 지경부 미시행

65 ‘11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신개념치료기술개발 
플랫폼 구축 사업 교과부 시행

66 ‘11하 폐자원 에너지화 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시행

67 ‘11하 농생명소재 산업화기술 개발사업 농식품
부 미시행

68 ‘12상 미래해양개발을 위한 수중로봇 개발사업 국토부 시행

69 ‘12상 전력피크 대응을 위한 ESS 실증 연구사업 지경부 시행

70 ‘12상 그래핀 소재·부품 상용화 기술개발사업 지경부 시행

71 ‘12상 바이오화학 2.0 : Green Carbon Korea 
프로젝트 사업 지경부 시행

72 ‘12상 신산업 창출을 위한 SW융합 기술 고도화 
사업 지경부 시행

73 ‘12상 미래형 치과산업벨트 구축 사업 지경부 미시행

74 ‘12상 기후변화대응 통합정책기반기술 개발사업 환경부 시행

75 ‘12상 포스트게놈 신산업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 복지부 시행

76 ‘12상 국립축산과학원 가축유전자원시험장 
이전사업 농진청 시행

77 ‘12상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개발사업 기상청 시행

78 ‘12하 농림수산식품 기후변화 적응체계 구축사업 농진청 미시행

79 ‘12하 범부처 인수공통감염병 극복 기술개발사업 미래부 미시행

80 ‘12하 다목적 전공역 위성항법보정시스템(SBAS) 
개발구축 사업 국토부 시행

81 ‘12하 고효율 전력·에너지 반도체 기술개발사업 지경부 미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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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13상 센서산업 고도화를 위한 첨단센서 육성사업 산자부 시행

83 ‘13상 초고강도 복합재 개발사업 산자부 미시행

84 ‘13상 창의소재 디스커버리 사업 미래부 시행

85 ‘13상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 산자부 시행

86 ‘13상 소형 무장헬기 (LAH) 연계 민수헬기 
핵심기술 개발사업 산자부 시행

87 ‘13상 C1 가스 리파이너리 사업 미래부 시행

88 ‘13상 차세대 중형위성 개발 사업 미래부 시행

89 ‘13하 해양 융복합소재 산업화사업 산자부 시행

90 ‘13하 유해화학물질 사고 환경피해 예방 및 관리 
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시행

91 ‘13하 국가분자이미징센터 구축 사업 미래부 미시행

92 ‘13하 한국형 달 탐사선 개발사업(1단계) 미래부 시행

93 ‘14상 IMO 차세대 해양안전종합관리체계 
기술개발 해수부 시행

94 ‘14상 지속가능하고안전한수산자원관리및이용기술
개발(新자산어보프로젝트) 해수부 미시행

95 ‘14상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구축사업 산자부 시행

96 ‘14상 하이퍼텍스 기계산업단지 조성 기술개발 산자부 미시행

97 ‘14상 휴먼ICT중소기업 창조생태계 기반구축사업 미래부 미시행

98 ‘14상 국가 초고속성능컴퓨팅 인프라 선진화 
사업(Super KOREA 2020) 미래부 시행

99 ‘14상 빛가람 사물인터넷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미래부 미시행

  그러나 사업 수행 후 사업명칭이 변경되거나 기존사업과 합쳐지기도 

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내용이 2~3개 사업으로 나눠지기도 하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단위 그대로 실제 수행되고 있지 

않은 사업도 상당수 있다. 그러므로 2015년 정부연구개발투자 방향 및 

기준(안)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14년 추진 중인 사업 현황’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명과 현재의 사업명을 매칭시키

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 시행목록과 ‘14년 추진 중인 사업

목록 간에 매칭이 되지 않는 사업의 경우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국가 R&D 사업현황 검색을 통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명의 변

9) 예비타당성조사 통과한 경우 시행, 통과하지 못한 경우 미시행으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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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를 추적하거나 거꾸로 ’14년 추진 중인 사업목록이 과거 어떤 사업

으로 수행되었는지를 추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과 현 추진 사업

을 매칭시킨다. 

  즉 <표1-5> 질환별후보물질발굴사업, <표1-44> 국가마우스표현형기

반구축사업 및 <표1-56> 전통천연물기반유전자동의보감사업의 경우 

‘11년부터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수행 중이며, <표

1-15> Eco-Ener플랜트경쟁력확보사업은 ‘11년부터 플랜트엔지니어

링원천기술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이 변경되었다. <표1-12> 정지궤도복합

위성개발사업(‘10년)은 ’11년에는 정지궤도위성개발사업, ‘12년부터

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으로 변경되었다. <표1-20> 글로벌탑환경

기술개발사업, <표1-21>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및 <표1-23> 환

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은 ‘11, ‘12년에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

술개발사업으로 통합되어 수행되다가 ‘13년부터 다시 분리되어 개별사

업으로 시행 중이다. <표1-61>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사업의 

경우 ‘11~’13년까지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사업 내의 세부과제로 

포함되어 수행되다가 ‘14년부터 독립된 사업으로 분리되어 수행 중이다.

  2. 연구 방법 

  먼저 예비타당성제도의 개요 및 현황을 조사하고,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 성과평가와의 연계, R&D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 분석 등 

R&D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문헌연구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하

여 선행된 연구를 조사한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에서 동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집중 조사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예

측방법이 잘못된 경우 재정 효율성 달성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분석될 

수 있다.

  이론적 검토 및 선행된 연구 조사를 통해 본 연구의 이론적 전제를 확

보하고, 실제 수행된 R&D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예비타당성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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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경제성 예측치를,  범부처 R&D사업의 성과가 관리되고 있는 NTIS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

사를 실제로 통과한 사업의 성과를 수집하여 비교․분석을 실시한다.   

  예타를 통과한 사업의 경제성 예측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

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R&D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활용하여 예비타

당성조사가 시작된 ‘08년부터 ‘14년의 국가 R&D사업 중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의 목록을 도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조사보

고서를 확보한다. 개별 예비타당성 조사보고서에서 각 사업의 경제성 분

석을 계량화된 수치로 갖는 사업목록 및 B/C(E/C) 분석값을 추출한다.

  국가 R&D의 성과정보는 NTIS(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클라우

드10)를 활용한다. NTIS클라우드를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데, 2015년 11월 현재까지는 사업단위가 아닌 과제단위

의 성과만이 추출 가능하므로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의 전체 과제목록

을 추출하고 그 과제의 기술료 건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건수 등 성

과를 추출하여 사업과 다시 매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추출한 

경제적 성과정보는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연구비 100만원당 

또는 1000만원당 연구생산성으로 환산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예

측치가 높으면 실제 경제적 성과도 높게 나타나는 지 등의 상관관계를 

분석하는데 활용한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예측치와 실제 경제적 성과가 정의 상관관계

를 가진다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의 유용성이 일부 입증될 수 

있겠으나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된다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방법 자체의 한계이거나 또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계획한 대로 실제 

사업을 집행․관리하지 않은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의 경우는 선행연구로 대체하고 후자의 경우는 사

례분석을 통해 실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와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과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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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고찰

 A.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1.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배경 및 의의11) 

  정부는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함으로써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1999

년 4월 예산회계법시행령 제9조의 2를 신설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였다.

  1999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되기 이전에는 각 부처 주관 하에 

실시한 타당성조사가 실시되었는데, 합리적이고 투명한 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의 선정과정이 결여된 채 사업추진이 어느 정도 결정된 상태에서 타

당성조사가 실시되었고, 사업 주관부처가 타당성 조사기관을 선정하고 

과업지시서를 작성하며, 예산을 직접 집행함에 따라 조사결과의 객관성 

및 신뢰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리하여 기존의 타당성조사가 

갖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고 우선순위에 입각한 효율적 재원배분을 위

해 대형투자사업의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제3자 입장에서의 객

관적인 1차 심사제도로서 건설공사를 포함하는 500억원 이상의 대형투

자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가 도입된 것이다.

  실제로 정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분석을 요하는 타당성조사 사업

의 경우 사업당 3~20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므로 사업화 검토단계에서 

모든 사업에 대해 타당성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예산운영 측면에서 무리

가 있으나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은 단위 사업당 약 5천만원~ 1억5천만

원 수준이므로 정책적․경제적 분석에 중점을 두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

11) 기획예산처. (2006), ‘(최종보고서) 국가재정법 시행에 대비한 예비타당성조사제
도 개편방안,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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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1차로 걸러 주는 것이 예산운영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이다. 즉 보다 폭 넓은 ‘후보사업군’을 대상으로 해서 합

리적으로 투명한 ‘1차 심사과정’인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을 거치게 함

으로써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결과적으로 타당성조사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서 본격적인 타당성조사 사

업의 착수 여부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시 사업추진방향, 재원

조달방안, 상대적 우선순위, 착수시기 등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정

책판단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도입된 예비타당성조사는 건설공사가 포함되는 사업 다음으로 

구체적 산출물이 있는 사업범주라는 점, 예산규모가 빠른 속도로 중가한

다는 점, 일단 사업에 착수하면 중도에 그만두는 것이 곤란해서 신중한 

사업의 착수가 보다 중요하다는 점 등의 이유로 정보나 R&D사업으로 

확대 시행되었다.

  2.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추진절차

  예비타당성조사는 모든 R&D 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규사업’ 중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

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한다.12)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외적으로 세부사업들이 독립적인 하위의 내역사업들로 구성되어 있고, 

동 하위의 내역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이 

있는 경우는 해당 하위 내역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으로 한다.13)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선정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할 수 있으며, 해

당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

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

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한다.14)

12)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4조(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13)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9조(대상사업의 단위)



- 12 -

  기획재정부 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선정한 후 한국개발연

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총괄 수행

하며, R&D의 경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에서 수행한다.15)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간은 원칙적으로 6개월이나 사업계획 등의 변

경이 있는 경우는 중앙관서장의 요청에 의해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으로 

조사 수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16)

  3.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17)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의 향후 추진여부 및 적성 사업기간, 사업규모 

등에 대해 합리적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수립한 사

업계획에 대한 타당성 및 대안의 검토, 사업 추진과정에서 고려할 사항 

등을 분석한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는 경제성 분석, 정책성 분석, 기술

성 분석에 대한 평가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한다. 세부적으로

는 기획과정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사업 구성 및 내용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사업

추진체제와 추진의지, 재원조달 가능성, 법제도적 위험요인, 사업특수 평

가항목, 경제적 타당성 등의 항목으로 구성된다. 

  경제성 분석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국민 경제적 파급효과와 투

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분석

(Cost-Benefit Analysis) 또는 비용효과분석(Cost-Effectiveness 

Analysis)을 기본적인 방법으로 채택하여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B/C 또

는 E/C 비율이 1보다 클 경우 ‘경제적 타당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순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시행을 통한 직접적인 경제적 편익의 

14)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5조(대상사업의 단위) 및 제
16조(예비타당성조사의 요구)

15)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8조(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
16)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30조(예비타당성조사 기간)
17) 기획재정부,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6장(예비타당성조사 분석방법)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4). 「연구개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제2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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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비용-편익산정을 위주로 수행하

되, 이것이 불가능하거나 무의미 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사업시행을 통

한 비재화적 직접 파급효과의 추정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성 분석에 있어서는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체계, 사업추진상의 위

험요인, 사업별 특수평가 항목 등의 평가항목들을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

로 분석한다. 

  기술적 타당성에 대한 분석은 기술개발계획의 적절성, 기술개발 성공

가능성, 기존사업과의 중복성을 분석한다. 

  이러한 항목별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기준분석의 일종인 계층화분석법

(AHP; Analytic Hierarchy Process)을 활용하여 계량화하여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한다. AHP 수행시 각 평가항목별 가중치는 B/C 분석시 경

제성 40~50%, 기술성 30~40%, 정책성 20~30%로, E/C 분석시에는 

경제성 30~40%, 기술성 40~50%, 정책성 20~30%를 적용한다. AHP

가 0.5이상이면 ‘사업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한다.  

[그림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AHP 기본 구조



- 14 -

 B. 선행연구 검토 

  본 연구와 관련된 선행연구는 크게 ‘R&D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

론’에 대한 연구, R&D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의 연계에 관련된 연구

와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연구가 있다.

  1. R&D 예비타당성조사의 방법론에 대한 연구

  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예비타당성조사의 평가항목인 기술적․경제적․정
책적 타당성 평가 중 ‘경제적 타당성’을 얼마나 사업의 특성을 반영하

여 효율적이면서 정확하게 산출해 내느냐에 관한 방법에 관한 연구가 주

를 이루고 있다. 

  최석준 외(2008)는 연구개발 분야에 적용되고 있는 예비타당성 방법

론을 분석하고 “첨단복합치료개발센터 설립사업”사례분석 및 평가를 

통해 R&D 분야 예비타당성의 제도적 한계점을 도출하고 이러한 한계점

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경제성 분석에서의 편익을 

추정하는 방법을 R&D 분야에 적합하도록 개선하는 방법과 비용 추정에 

있어서의 일관성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방법을 개선방향으로 제안하였으

며, 정책성 분석과 AHP 제도에서는 기술성 평가제도의 도입, 지역균형 

발전 평가제도의 개선, 재원 조달 가능성 검토 방식의 개선, 기술 전문

가의 AHP 참여 의무화 등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였다. 특히 산출물 형성 

단계에서의 투자와 성과간의 연계관계 불투명, 다수의 편익 대상 발생, 

전달과정에 있어서의 파급효과의 다양성, 평가측면에서 편익추정 지표 

산정이 곤란하다는 점 등에서 경제성 분석이 어렵다는 것을 지적하며 ① 

설문조사를 통한 정성적 평가 중심의 비용/효과 분석으로의 전환, ② 한

국적 현실을 고려한 경제성 분석의 추진, ③ 일관성 있는 비용 추정의 

근거 마련 등을 통해 경제성 분석 방법의 대폭적인 개편을 제안하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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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박지영(2009)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를 중심으로 하여 경제성 분석과 관련된 정교한 된 분류 틀을 작성하고 

이에 따른 차별화된 분석방식이 적용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

하였다. 분석 대상 총 44개의 조사사례에 대해 다양한 분류기준을 적용

하여 연구개발사업을 범주화하고 각각에 대해 적절한 경제성분석기법을 

제시하기 위해 군집분석이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경제성분석에 유용한 

연구개발사업을 군집하고 사업 특성에 따른 경제성분석기법을 유형화하

였다. 그 결과 전체 사례에서 48%만이 유형화된 군집으로 설명될 수 있

었는데, 이는 한정된 대상의 개수, 대상 사례의 경우 비정형화된 방식에 

의한 분석의 일관성 부족 등이 한계에 기인한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양희승(2010) 또한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편익 추정과정에서 

적용된 측정 기준 및 내용의 정형화 가능성을 사례분석을 통해 제시하였

다. ① 매출 발생과 관련한 회임기간의 경우, 기초연구과 산업화 기술개

발와 이분화하고 대학/출연연구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으로 나누어 세분

화하여 동일 기준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것, ② 편익의 발생기간과 관련

하여서는 원천성이 있는 신제품, 원천성이 없는 신제품, 중소기업이 수

행하는 산업화 기술개발의 경우로 나누어 동일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 

③ R&D 기여도의 경우 가능한 한 빠른 시일에 순차적으로 우리나라 실

정에 맞는 세부 업종별 R&D기여도에 관한 연구를 하여 그 결과를 적용

하면 정형화가 가능하다는 것, ④ 사업화 성공률의 경우, 유사한 사업을 

파악하여 해당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

  박혜진(2014)은 융합형 연구개발사업은 일반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경

제성 분석 방법을 쓸 경우 편익이 실제보다 낮게 산정될 가능성이 높으

므로, 경제성 분석을 정확히 실시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법과 편익산

정 항목별 새로운 산정방법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융

합화지수는 연관 분야에서 융합이 진행되고 있는 그 연관분야의 융합화 

진행 정도를 수치화한 융합 진행률(비율)을 의미하는 융합화지수라는 개

념의 도입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편익산출 방법으로 기존의 일반적 연



- 16 -

연구자 주요 내용

최석준 외

(2008)

연구개발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을 분석하여 한계점에 대

한 개선방향을 제안

박지영

(2009)

R&D 사업에 대한 경제성 분석의 분류 틀을 작성하고 동 분류

에 따른 차별화된 분석 방식이 적용 가능 여부를 모색

양희승

(2010)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편익 추정

과정에서 적용된 측정 기준 및 내용의 정형화 가능성 제시

이윤빈

(2011)

R&D부문 예비타당성제도의 운영현황을 소개하고 유의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

안상진 외

(2013)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표준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을 분석하고 대표질문과 평가항목 간의 상관관계를 통하여

쟁점 도출을 표준화하는 방안을 제시

박혜진

(2014)

융합형 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효과적인 경제성

분석방법을 제시

구개발사업에서 직접적 편익, 정편익만 고려되었던 반면, 사회적 비용 

절감과 같은 부편익이 훨씬 더 중요하게 반영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

다.

  이윤빈(2011)과 안상진‧김혜원‧이윤빈(2013) 등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의 예비타당성조사 방법 개선을 위해 제도적 한계점을 분석하고 개선방

향을 제시하였다.

<표2> R&D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한 연구

  2. R&D 예비타당성조사와 성과평가와의 연계에 관한 연구

  예타와 성과평가와의 연계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이준‧김재수‧국윤규

(2010), 이화석(2012), 안상진‧박은지‧이윤빈(2014)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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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주요 내용

이준 외2 국가 R&D사업의 현황 분석을 현정부 출범 이전과 이후의 제

  이준‧김재수‧국윤규(2010)은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정보가 예산

편성과정에 적절히 환류되도록 현행 성과평가 및 예산 정보활용 프로세

스의 개선뱡향을 제도적 관점과 시스템적 관점으로 제시한다. 즉 기존의 

성과평가를 담당하는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의 성과평가 

및 성과정보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의 예산 업무를 유기적으

로 연계함으로써, 국가 R&D 투자 효율성을 제고함과 동시에 제도적인 

취지도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양 시스템을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

였다.  

  이화석(2012)은 실증분석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와 예산배분 간에는 연계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가 아니라고 밝

히면서 성과평가결과를 활용한 예산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책적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즉 사업의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하여 전략적 관점

에서 차별화된 성과평가와 예산배분의 연계를 추진함으로써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는 동시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투자효율성

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 있다.

  안상진, 박은지, 이윤빈(2014)는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를 중심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 관리방안을 탐색했다. 관리체계

에 대한 사항을 사전평가의 관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국외사례와 국내 

제도의 비교를 통해 현행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명주기 관리와 관련하여 

제도차원의 고려사항을 도출했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사례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제도상의 문

제점을 구체화하였으며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전주기적 관리를 효과

적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표3>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와 성과평가의 연계 관련 연구 



- 18 -

(2010)
도적, 시스템적 관점에서 고찰하고, 국가 R&D 성과평가와 예

산정보가 연계 가능하도록 개선 프로세스를 제안

이화석

(2012)

예산제도와 성과평가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 위한 현 제

도의 문제점 분석 및 정책적 제언사항 제시

안상진 외2

(2014)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전주기 관리를 효과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연구개발 정부지출의 범주화와 지출성격에 따른 관리체계

이원화가 필요함을 제시

  3. R&D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용성에 관한 연구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용성에 대한 연구로는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의 실

제 예산 반영 여부를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실증 분석

한 연구가 있다. 유주희(2015)는 보건의료기술 연구개발 분야에서 예비

타당성조사의 결과가 실제로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예비타당성조

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에 비해 예산배분에 있어 우선순위를 점하지도 않

다고 분석했다.

  반면 500억 이상 대규모 R&D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기술적‧
경제적‧정책적 타당성을 확보하였다면 기대한 성과가 도출되었는지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한지 올해

로 8년째 접어들면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수행 중인 사업의 성

과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 의해 확보되고 있으므로 R&D 예비

타당성조사의 유용성 검증에 대한 연구도 시작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그 시작점으로 기술성, 경제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

한 평가 중 계량화된 수치로 분석이 가능한 경제성 평가의 유용성에 대

한 연구를 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R&D 사업을 대상으

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 도출한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예측치와 실제 

경제적 성과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의 

유용성을 검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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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예타 통과 사업의 경제적 성과분석(‘08~‘14)  

 A. 연구 설계 

  1. 분석 대상 

  본 연구의 목적인 R&D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평가의 유용성 분석을 

위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R&D사업에 대해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도출한 경제적 성과 예측치와 실제 사업 수행 후 나타난 경제적 성

과를 비교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예비타당성조사의 결과와 실제 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결과가 계량적으로 도출된 것이어야 한다. 즉 [그림3]과 같이 B/C 또는 

E/C 분석을 실시하여 계량화된 경제성 분석 수치가 도출된 R&D 중 기

술료 건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건수 등 사업의 실제 성과가 수집된 

사업이 분석대상이 된다.

[그림2] 본 연구 분석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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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관부처 사업명

범부처 Goldenseed프로젝트
(농식품부,산림청,해수부)

범부처 나노융합2020

범부처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미래창조과학부 한국형발사체개발

산업통상자원부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분석대상은 R&D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시작된 ‘08년부터 ‘12년

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R&D 사업이다. 왜냐하면 ‘13년에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은 ‘14년에 예산이 신청되어 ’15년부터 사

업이 수행되므로 성과 수집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대상에서 제외하였

다. ‘14년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도 역시 같은 이유로 제외한다. 또

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사업이 추진되다가 사업명이 바뀌거나 다

른 사업과 통합되거나 다른 사업의 세부사업으로 들어갔거나 종료되는 

등의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 시의 사업명으로 동 사업의 실적을 추적하

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일부 사업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성을 나타내는 B/C 또는 E/C분석 결과 값과 

실제 경제적 성과를 나타내는 기술료 건수, 기술료 징수액, 사업화 건수

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B/C 또는 E/C 분석 값이 계량적으로 나타난 사

업이며, ‘13년까지 경제적 성과 또한 나타난 사업이어야 한다. ‘13년

까지 경제적 성과가 나타난 사업은 <표4>과 같이 총 16개이며, 이 중 

계량적인 B/C 또는 E/C 분석값을 갖는 14개 사업(굵은선 표시)이 경제

성에 대한 비교․분석 대상이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 공공복지안전연구

사업 및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의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시 비용

효과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비계량적인 결과 값을 가지고 있고 기초연구실

지원사업 역시 비계량적인 성과예측방법을 사용하여 동 분석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표4> ‘08 ~‘13까지 기술료,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가 도출된 R&D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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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산업통상자원부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산업통상자원부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산업통상자원부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산업통상자원부 탄소밸리구축

환경부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환경부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미래창조과학부 글로벌프론티어

미래창조과학부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2. 분석 방법

  예비타당성조사 운영지침18)에 따르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대상사업의 단위는 원칙적으로 ‘세

부사업’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R&D 예비타당성조사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시작된 신규 사업으로, 사업단위는 세부사업으로 분석대상으로 하

였다. 

  개별 사업의 경제적 성과 예측치인 예비타당성조사의 B/C 또는 E/C 

분석값이 클수록 실제 경제적 성과인 기술료 징수액 또는 사업화 건수 

또한 큰 지를 살펴보기 위해 두 변수 간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사업의 

규모를 통제하기 위하여 연구 성과인 기술료 징수액을 정부 투자액 100

18) 2014년도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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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2~’21 (10년)

총 사업비

 4,070억원 

 * 전체사업비 : 6,540억원 = 4,070억원(농식품부) + 

1,963억원(농진청) + 507억원(산림청)

정 부 연 구 비  295억원

만원당으로 환산하였고, 사업화 건수는 1000만원당 연구생산성으로 환

산하였다. 연구기간이 길수록 성과가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기술료, 

사업화 등 경제적 성과를 연평균 값으로 환산하여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산점도와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값과 실제 경제적 성과인 두 변수간의 관계를 해석하였다.

  3. 분석대상 사업의 개요 및 특성19)

  ①  Golden Seed20) 프로젝트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종자 시장의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종자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글로

벌 시장개척 종자 10개, 품종보호 전략종자 10개 등 20개 품종개발로 

2020년 종자 2억 달러 수출, 2030년 3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는 

부․청 협력 프로젝트이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1단계(‘12~‘16)에는 

육종소재 확보, 유전자원 수집 등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2단계

(‘17~‘21)에서 품종 육성, 수출용 종자의 상용화 관련 연구개발이 

수행된다.

<표5>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개요

19) 국가R&D사업관리서비스 : rndgate.ntis.go.kr
20) Golden seed는 금값 이상의 가치를 가진 고부가가치 종자를 의미한다.



- 23 -

(~‘13)  * 275억원(181개 과제,‘13), 21억원(37개 과제,‘12)

사업 시행 주체
 Golden seed 프로젝트 운영본부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

평가원)

사업 기간 ‘12~’20 (9년)

총 사업비  5,130억원(국비 4,322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203억원

 * 153억원(25개 과제,‘13), 50억원(12개 과제,‘12)

사업 시행주체  (재)나노융합2020사업단

  ②  나노융합 2020

  나노원천기술 연구의 성과를 조기에 상용화하는 R&BD 사업을 추진하

여 신산업‧신시장을 창출하고 지속적인 나노융합기술 사업화의 발전을 

위한 혁신 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서 공동연구 중인 사업이다. 상용화가 급진전되고 있는 나노기술 2대 융

합분야인 NT-IT 융합분야(Post-CMOS형 차세대 반도체, 나노유연소

자)와 NT-ET 융합분야(고효율 에너지 변환기술, 고성능 물 환경/자원

처리 기술)를 중심으로 핵심전략사업 및 공통기반기술 분야의 나노융합

기술 사업화를 지원한다.  

<표6> 나노융합 2020 사업 개요

  ③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등 신약개발 관련 3개 

부처가 공동으로 투자하여 2020년까지 글로벌 신약 10개 이상을 개발

할 수 있는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신약 개발 

및 신약 연구개발 투자전략 플랫폼의 선진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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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1~’19 (9년)

총 사업비  10,600억원(국비 5,300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493억원

 * 394억원(33개 과제,‘13), 99억원(19개 과제,‘12)

사업 시행 주체  (재)범부처신약개발사업단

사업 기간 ‘11~’17 (7년)

총 사업비  1,883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191억원

 * 90억원(10개 과제,‘13), 71억원(7개 과제,‘12), 

30억원(5개 과제, ’11)

사업 시행 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7>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사업 개요

   

  ④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핵심부품․소재 개발과 이차전지 설계기술․제조기술 개발을 통하여 중대

형 이차전지 및 연관산업 시장을 선점하고, 초정밀 시험분석, 안전성․신
뢰성 평가를 통해 업계의 제품개발과 관련 평가정보를 D/B화하여 국제

표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산․ 학․ 연 공동

연계를 통해 안전성 및 가격 경쟁력이 강화된 전지 제조에 연결되는 부

품․소재를 개발하고, 개발된 부품․소재를 적용하여 로봇․전기이륜차․전기자

동차 등 연관산업에 확산이 가능하고 최적화된 셀21) 및 팩22) 개발 등

을 내용으로 한다.    

<표8>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사업 개요

21) 파우치, 각형 등 셀 형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요구하는 사양에 맞추어 직․병렬 조
합이 가능한 셀

22) 보호회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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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2~’16 (5년)

총 사업비  2,328억원(국비 1,621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222억원

 * 140억원(18개 과제,‘13), 82억원(16개 과제,‘12)

사업 시행 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주관: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기업)

  ⑤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로봇산업 기술혁신을 위한 기반조성 및 상용화기술개발을 통한 로봇산

업 R&BD 허브 구축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로

봇혁신센터 및 로봇협동화팩토리 등 2개 센터를 구축하고, 로봇설계‧해
석‧디지털 검증 SW, 시제품‧시작품 가공제작 장비, 성능시험평가 및 품

질인증 관련 장비 등을 구축하며, 기개발‧휴면기술의 제품화를 위한 패키

지 지원, 우수 로봇기술 이전에 수반되는 제품화 검증 지원, 의료‧사회안

전‧중소제조 등의 특화분야를 중심으로 생산공정자동화기술, 부품모듈상

품화기술 개발 지원 등의 내용으로 수행되고 있다. 

<표9>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개요

  ⑥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미래 우리나라의 먹거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을 창출하

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적 파급효과가 큰 핵심 미래선도기술 개

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수행 중이다. 60인치이상 UD급 투

명플레시블 디스플레이 및 이를 활용한 IT융합형 인포테인먼트시스템 

개발, 심해자원 생산용 친환경 해양플랜트, 인쇄전자용 초정밀 연속생산 

시스템, 일반인의 균형잡힌 웰니스 증진을 위한 응용서비스 플랫폼 구축 

등을 개발 중이다.



- 26 -

사업 기간 ‘12~’18 (7년)

총 사업비  15,000억원(국비 7,500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450억원

 * 330억원(19개 과제,‘13), 120억원(15개 과제,‘12)

사업 시행 주체  기업, 대학, 연구소 등

사업 기간 ‘10~’14 (5년)

총 사업비  1,404억원(국비 882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575억원

 * 170억원(25개 과제,‘13), 177억원(28개 과제,‘12), 

129억원(26개 과제,‘11), 100억원(17개 과제,‘10) 

사업 시행 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표10> 미래산업 선도기술 개발 사업 개요

  ⑦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국내 섬유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선진국형 산업용 섬유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슈퍼소재 신기술 및 융합제품 기술개발을 지원하

고, 전통섬유산업 제조기술을 바탕으로 첨단기술과의 접목을 통해 

자동차, 조선, 건축, 토목 등에 적용되는 다양한 융합제품 개발을 

촉진하는 사업이다. 또한 중소기업 위주의 제․편직, 염색가공 등 

Middle Stream분야 육성을 통한 산업용 섬유 산업 경쟁력을 강

화하고 국내에서 개발된 슈퍼소재 융합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연구장비, 시험설비 등의 기반 구축을 통해 산업화를 촉진하

고자 한다. 

<표11> 슈퍼소재 융합제품 산업화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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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1~’15 (5년)

총 사업비  1,006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558억원

 * 196억원(10개 과제,‘13), 212억원(10개 과제,‘12), 

150억원(8개 과제,‘11)

사업 시행 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⑧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시스템반도체를 신성장동력으로 본격 육성하고, 주력산업의 경쟁력 유

지․강화를 위해 시장규모가 큰 휴대폰, 디지털가전, 자동차용 시스템 반

도체를 중심으로 상용화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상대적으로 취

약한 국내 시스템 반도체 기술 경쟁력 강화 및 세계시장 선점을 위해 중

소․중견 팹리스23) 기업 위주의 R&BD사업을 지원한다. 

<표12>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사업 개요

  ⑨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

  신성장동력 산업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립화가 미약한 반도체, 디스플

레이, LED, 그린수송, 바이오, 의료, 방송장비 등 신성장동력 7대 분야

별 전략품목의 국산화를 위한 장비 상용화 기술개발 및 공통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즉 세계적 경쟁력을 보유한 국내업체가 구매 

가능한 장비에 대한 수요를 연계하고 향후 시장선점 가능성이 큰 장비의 

수요를 창출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2개 이상 분야의 장비에 공

통적으로 활용 가능한 세계 최고 수준의 핵심기술 개발을 목표로 한다. 

23) 반도체 제조공정 중 하드웨어 소자의 설계와 판매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로 종합
반도체기업(IDM)과 달리 반도체 생산설비를 갖추고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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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1~계속

총 사업비  -

정 부 연 구 비

(~‘13)

 799억원

 * 284억원(27개 과제,‘13), 275억원(26개  과제,‘12), 

240억원(20개 과제, ’11)

사업 시행 주체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사업 기간 ‘12~‘16 (5년)

총 사업비  3,266.1억원(국비 2,451.4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283억원

 * 193억원(16개 과제,‘13), 90억원(17개  과제,‘12)

사업 시행 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표13> 신성장동력 장비 경쟁력 강화 사업 개요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영화, 방송 등 전통적 영상산업과 영상기기에 한정된 3D기술 활용을 

의료, 자동차, 로봇 등 다양한 산업분야로 확대하여 3D융합 신산업 육성

을 목표로 산업통장자원부에서 수행하고 있다. 성장기반조성을 위해 3D

융합기술지원센터, 3D융합상용화지원센터, 3D디스플레이부품소재실용화

지원센터를 구축하고 연계클러스터 추진단을 운영하며 총57개 기술개발

과제를 지원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표14> 초광역연계 3D융합산업 육성 사업 개요

   탄소밸리구축

  탄소소재24) 관련 원천기술 및 응용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 소재 국산

화 및 기술경쟁력 확보 등으로 탄소소재 신산업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24) 탄소섬유, 핏치계 탄소섬유, 인조흑연 및 이를 이용한 부품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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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1~‘15 (5년)

총 사업비  1,991억원(국비 1,087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435억원

 * 273억원(19개 과제,‘13), 112억원(9개  과제,‘12), 

50억원(8개 과제,‘11)

사업 시행 주체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 기간 ‘11~‘20 (10년)

총 사업비  7,820억원(국비 7,820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3,210억원

 * 650억원(174개 과제,‘13), 1,300억원(364개 과제,‘12), 

1,260억원(360개 과제,‘11)

사업 시행 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또한 탄소소재의 조기 국산화를 통한 자동차․기계 부품 분야의 응용기술 

개발 및 사업화를 추진 중이며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원하고 있다. 

<표15> 탄소밸리구축 사업 개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수출산업화, 환경기술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에코스마트 상수도 

시스템, 폐금속 유용자원 재활용, 친환경 자동자, 하․폐수 고도처리 등 

분야에 전략적으로 집중육성이 필요한 패키지형 기술개발을 추진하는 사

업이다.

<표16> 차세대 에코이노베이션 기술개발 사업 개요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선진화업체의 환경기술수요25)를 대상으로 현장적용이 시급하거나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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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1~‘20 (10년)

총 사업비  4,510억원(국비 4,510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2,920억원

 * 360억원(117개 과제,‘13), 1,300억원(364개 과제,‘12), 

1,260억원(360개 과제,‘11)

사업 시행 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 기간 ‘10~‘21 (12년)  

총 사업비  15,449억원(국비 4,510억원)

정 부 연 구 비

(~‘13)

 2,139억원

 * 1,227억원(1개 과제,‘13), 444억원(2개 과제,‘12), 

315억원(2개 과제,‘11), 154억원(2개 과제,‘10)

사업 시행 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간 내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의 에코 효율성 및 

환경산업 기술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분야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표17> 환경산업 선진화 기술개발 사업 개요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독자적 우주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나로호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1.5

톤급 실용위성을 지구저궤도(600~800km)에 발사할 수 있는 한국형발

사를 개발하고 발사체 기술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표18> 한국형 발사체 개발 사업 개요

25) 대기질 개선기술, 생활환경질 향상 기술, 위해성 평가 관리 및 감축기술, 에코공정 
기반 기술, 생태계 복원 관리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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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명(‘15년

기준)

사업

기간
6T

연구

개발

단계

예산

(억원

,~‘13)

B/C

E/C

분석

결과

기술료

건수

(건)

기술료

징수액

(억원)

사업화

건수

(건)

슈퍼소재융합제

품산업화사업
‘10~

기타

/ET

기초

응용

개발

575 1.29 8 9.51 29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10 ST 개발 2,139 0.527 4 0.86 0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11~ ET

기초

응용

개발

191 1.04 0 0 5

탄소밸리구축

사업
‘11~

기타

/ET

기초

응용

개발

435 1.38 0 0 1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11~ BT

기초

응용

개발

493 1.14 3 16.83 0

신성장동력장비

경쟁력강화사업
‘11~

IT/B

T

응용

개발
799 0.78 5 4.9 20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11~ IT
응용

개발
558 1.08 0 0 5

 B. 성과 분석 결과 : NTIS DB를 토대로 한 실증분석

  분석대상인 14개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도출한 비용편익분

석 및 비용효과분석분석 값과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에서 수집된 

실제 경제적 성과는 <표19>와 같다.

<표19> 예타 통과사업의 경제성 예측치 및 실제 경제적 성과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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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2~ IT

기초

응용

개발

222 1.22 0 0 1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12~
IT

/기타

기초

응용

개발

283 1.38 1 1.2 0

미래산업선도기

술개발사업
‘12~

IT

/ET
개발 450 1.13 0 0 1

나노융합

2020사업
‘12~ NT 개발 203 0.95 0 0 3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12~ BT

기초

응용

개발

295 0.95 0 0 11

글로벌탑환경기

술개발사업
‘13~ ET

기초

응용

개발

650 0.568 3 0.62 198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13~ ET

기초

응용

개발

360 0.97 3 0.47 124

  먼저 예비타당성조사시에 도출한  B/C 또는 E/C 분석값이 높을수록 

실제 경제적 성과의 하나인 기술료징수액도 높게 나타나는 지를 분석하

기 위해 <표20>과 같이 각 사업의 기술료 징수액을 예산 100억원당 연

평균 값으로 환산하여 각 사업의 연구기간과 예산규모를 통제하였다.



- 33 -

사업명(‘15년 기준)
B/C(E/C)

분석 결과

연평균 기술료 징수액

(100만원당, 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1.29 0.413475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0.527 0.01005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1.04 0

탄소밸리구축사업 1.38 0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1.14 1.13793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0.78 0.204433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1.08 0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22 0

초광역 연계 3D 융합산업 육성사업 1.38 0.212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1.13 0

나노융합 2020사업 0.95 0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0.95 0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0.568 0.0954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0.97 0.1306

<표20>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사업의 B/C 분석값 및 연평균 기술료 징수액(100

만원당, ‘08년~‘13년) 

  [그림3]의 그래프를 보면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은 환경산업

선진화기술개발사업에 비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예측치가 낮지만, 

실제 기술료징수액으로 측정한 연평균 연구생산성은 환경산업선진화기술

개발사업의 연구생산성보다 높게 나타난다. 또한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의 B/C 분석값은 골든씨드 프로젝트사업의 B/C 

분석값보다 낮은 반면 기술료징수액으로 측정한 연평균 연구생산성은 글

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이 더 높게 나타난다. 

  즉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예측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고 해서 

기술료징수액과 같은 실제 경제적 성과가 상대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고, 

경제성 예측치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해서 실제 성과가 상대적으로 낮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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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3] 예타 통과사업의 예타 B/C분석값과 정부투자액 100만원당 연평균 기

술료징수액 비교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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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B/C(E/C) 분석 결과

연평균기술료 징수액 (100만원당, 억원)

  예산 100만원당 연평균 기술료 징수액(가로축)과 B/C 분석값(세로

축)인 두 변수간의 상관관계는 [그림4]의 산점도를 통해서도 두 변수간

의 뚜렷한 선형관계가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두 변수간의 상관계

수는 0.189로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4] 예타 통과사업의 예타 B/C분석값(가로축)과 정부투자액 100만원당 연

평균 기술료징수액 (‘08~’13, 세로축) 산점도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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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분야 사업명(‘15년 기준)
B/C(E/C)

분석 결과

연평균 기술료 징수액

(100만원당, 억원)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1.29 0.413475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1.04 0

탄소밸리구축사업 1.38 0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1.13 0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0.568 0.0954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0.97 0.1306

　 B/C(E/C) 분석 결과
연평균기술료

(100만원당,억원) 

B/C(E/C) 분석 결과 1

연평균기술료

(100만원당,억원) 
0.189 1

   규모 및 연구기간뿐만 아니라 연구분야를 통제하여 B/C(E/C) 결과

값과 100만원 당 연평균 기술료징수액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환경기

술(ET) 분야에 해당하는 6개 사업을 도출하였다. 예타를 통과하여 시행 

중인 사업으로 경제적 성과가 도출된 <표19>의 14개 사업 중 <표21>

과 같이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

발사업, 탄소밸리구축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글로벌환경기술

개발사업,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이 환경기술분야에 해당한다. 범부

처전주기신약개발사업, 골든씨드프로젝트사업과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은 

각각 BT와 ST분야이고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은 IT와 BT가 

혼재된 사업,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은 IT와 기타분야의 기술이 

혼재된 사업, 나노융합2020사업은 NT분야,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사업 

및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사업은 IT분야로 주요 연구분야가 각각 

다르므로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표21> ET분야 예타통과사업의 B/C 분석값 및 정부연구비 100만원당 연평균 

기술료 징수액(‘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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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분야에 한정하더라도 [그림5], [그림6]의 그래프에서 알 수 있듯

이 예타통과 사업의 B/C(E/C) 결과값과 예산 100만원당 평균 기술료 

징수액은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지 않는다. 상관계수 또한 0.1499로 

두 변수간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낸다.

 

[그림5] ET분야 예타통과사업의 B/C 분석값 및 정부연구비 100만원당 연평균 

기술료 징수액 비교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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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6] ET분야 예타 통과사업의 예타 B/C분석값(가로축)과 정부투자액 100

만원당 연평균 기술료징수액 (‘08~’13, 세로축) 산점도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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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E/C) 분석 결과
연평균기술료

(100만원당,억원) 

B/C(E/C) 분석 결과 1

연평균기술료

(100만원당,억원) 
0.1499 1

사업명(‘15년기준)
B/C(E/C) 

분석결과

연평균 사업화 

건수(예산1000만원당)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사업 1.29 0.3225

한국형발사체 개발사업 0.527 0

녹색산업 선도형 이차전지 
기술개발사업 1.04 0.346666667

탄소밸리구축사업 1.38 0.46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사업 1.14 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0.78 0.26

시스템반도체 상용화 기술개발 1.08 0.36

로봇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1.22 0.61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사업 1.38 0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사업 1.13 0.565

나노융합2020사업 0.95 0.475

Golden Seed 프로젝트사업 0.95 0.475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0.568 3.04615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0.97 3.44444

  다음으로는 기술료와 함께 대표적인 경제적 성과 측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는 사업화 성과와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 결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중인 사업 중 B/C(E/C) 분석 결과가 

계량적인 값을 가지면서 경제적 성과를 내고 있는 사업은 <표22>와 같

이 총 14건이다.  

<표22> 예타통과사업의 예타 B/C분석값 및 예산 1000만원당 연평균 사업화 

건수(‘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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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사업의 사업화 성과를 금액으로 환산한 값은 공식적으로 집계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조

사분석에 의해 공식적으로 집계되어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는 사업화 건수를 동 연구의 분석대상으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예

산 규모가 상이한 사업들 간의 비교를 위해 사업화 건수를 예산 천만원

당으로 환산하여 연평균 건수를 도출한 값의 변화와 예비타당성조사 결

과 도출된 B/C(E/C) 결과값의 변화 추이를 [그림7]과 같이 비교할 수 

있다. [그림7]의 그래프를 통해 B/C분석값이 크다고 해서 예산 1000만

원당 연평균 사업화 건수 또한 비례적으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그림8]의 산점도는 두 변수간 정의 상관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두 변수간 상관계수는 -0.349로 음의 약한 상관관계를 나타내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7] 예타통과사업의 예타 B/C 분석값과 예산 천만원당 연평균 사업화 건수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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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C(E/C) 분석 결과
연평균 사업화 건수

(1000만원당,건) 

B/C(E/C) 분석 결과 1

연평균 사업화 건수

(1000만원당,건)  
-0.3487 1

[그림8] 예타 통과사업의 예타 B/C분석값(가로축)과 정부투자액 1000만원당 

연평균 사업화건수 (‘08~’13, 세로축) 산점도 및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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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소결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을 통해 수집된 기술료 및 사업화 성과 

DB를 활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경제성 평가 결과 값과 

실제 성과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예산규모, 사업기간, 기술분야 

등을 통제하여 분석하였으나, 예비타당성조사의 B/C(E/C) 분석값과 실

제 예산 100만원당 연평균 기술료징수액은 매우 약한 상관관계를 가지

고 있었고, 예산 1000만원당 연평균 사업화 건수와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즉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예측된 B/C 또는 E/C 분석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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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을수록 실제 사업 수행 후 도출된 경제적 성과인 예산대비 연평균 기

술료 징수액 및 사업화 건수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니었다.   

  현재 축적된 데이터로 분석한 위와 같은 분석결과에 따르면 예비타당

성조사가 투자 효율성 제고라는 도입 취지에 맞는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 원인은 크게 예비타당성조사 자체의 예측이 잘못

된 경우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타당성이 확인된 계획 그대로 사업이 

집행․관리되지 않는 경우로 유추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선행연구에서 

살펴봤듯이 많은 가정과 불확실한 유사시장의 통계 등으로 경제성 등을 

예측하기 때문이며 예비타당성조사의 한계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후자인 사업집행 및 관리상의 문

제를 사례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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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원인 분석 

 A. 사례 선정의 조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

되고 관리되는지를 살펴보고, 그렇지 않다면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기술 분야별 대표사례를 연구하고자 한다.

  사례분석을 위한 충분한 자료 수집을 위하여 ‘15년 현재 수행 중인 

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시행된 사업이며 기술분야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여러 기술분야의 과제로 구성된 사업을 제외하고 

단일 기술분야의 과제로 구성된 사업을 연구 대상사례로 선정하였다. 

  생명공학기술(BT) 분야에는 Goldenseed 프로젝트 사업(‘12년~)과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사업(‘11년~)가 단일 기술분야에 대한 연구인

데, 분석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최근 3년간의 사업현황 및 관련 데이

터 등으로 사례분석이 가능한 Goldenseed 프로젝트 사업을 분석 대상

으로 하였다. 

  우주항공기술(ST) 분야에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과 한국형발사

체개발사업이 있는데, 두 사업 모두 2010년부터 시행되었으나 정지궤도

복합위성개발사업은 국회의 예결산 검토보고서에 몇 차례 언급되는 등 

눈에 띄는 집행상의 권고사항이 있어 본 연구의 대상으로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이밖에 나노기술(NT), 환경기술(ET), 정보기술(IT), 문화기술(CT)

은 한 사업 내에 혼재되어 연구되므로 기술별 분류에 따른 집행상 특성

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본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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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2~’21 (10년)

총 사업비  4,070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

 4,910.5억원

정 부 연 구 비

(~‘14)

 756억원

 * 384억원(233개 과제,‘14), 350억원(226개 과제,‘13), 

22억원(38개 과제,‘12)

사업 시행 주체  Goldenseed 프로젝트 운영본부(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B. 사례연구

  1. 골든 씨드(Golden Seed) 프로젝트

  가. 사업 개요 및 현황

  미래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새롭게 전개되고 있는 글로벌 종자 시장의 

선점을 통한 글로벌 종자강국 실현 및 종자산업기반을 구축하고자 글로

벌 시장개척 종자 10개, 품종보호 전략종자 10개 등 20개 품종개발로 

2020년 종자 2억 달러 수출, 2030년 30억 달러 수출을 목표로 하는 

부․청 협력 프로젝트이다.

  미래농업을 선도하는 종자강국 실현을 위해 1단계(‘12~‘16)에는 

육종소재 확보, 유전자원 수집 등의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고, 2단계

(‘17~‘21)에서 품종 육성, 수출용 종자의 상용화 관련 연구개발이 

수행된다.

<표23>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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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예산 반영의 적절성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2년~‘21년까지 총 10년동안 4910.5억원을 

사업수행을 위해 타당한 예산으로 확정 받았으나, 현재 예산서에 반영된 

총사업비는 그에 못미치는 4,070억원이 배정되어 있어 [그림9]의 그래

프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예산과 실제 총사업비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업 시작년도부터 ‘14년까지 정부의 누적 예산인 756억원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인정한 총예산의 평균값의 3년치(’12~‘14)에 해

당하는 1473.15억원을 비교하면 지난 3년동안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제

시한 예산보다 실제 예산이 717.15억원만큼 적게 배정된 것을 알 수 있

다. 이는 KISTEP에서 제공하는 Goldenseed프로젝트사업 예비타당성조

사 보고서에서 각 회계연도별 타당한 예산은 적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총예산의 평균치 예산을 이용하여 누적예산을 

비교하였다. 

[그림9] 골든씨드 프로젝트 사업의 실제 총사업비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

성이 인정된 사업비 비교, 사업 시작 년~‘14년까지 누적예산과 예비타당성조

사 결과 예산 비교

                                                        (단위: 억원)

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총사업비 예타결과예산 누적예산(~'14) 예타결과

예산(~'14)



- 44 -

‘12년~‘21년
총사업비  4,070억원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 4,910.5억원

‘12년~‘14년
누적 예산 756억원

‘14년까지 예타 결과 인정된 예산 1473.15억원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그림10]과 같이 ‘12년에는 469억원, ’13년과

‘14년에는 각각 141억원과 107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10] 골든씨드 프로젝트 사업의 연도별 예산 변화와 예비타당성 결과 인정

된 연도별 (평균)사업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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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억원) 예타 통과 평균예산(억원)

12년 22 491

13년 350 491

14년 384 491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변화율을 살펴보면 ‘13년에 상승했으나 ‘14

년에 다시 크게 하락하고 있다. 즉 [그림11]의 그래프와 같은 추이로 

예산변화율이 감소한다면 향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준까지 

예산이 배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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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1] 골든씨드 프로젝트 사업의 연도별 예산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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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사업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계획을 집행함에 있

어서 첫단추인 예산 배정부터가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보다 적게 배정되

었기 때문에 사업의 내용은 당연히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경제적 타당성을 

평가했던 사업 내용과 상이한 내용으로 사업이 집행되므로 예비타당성조

사에서 예측한 것과 다른 성과가 도출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다. 사업집행의 충실성 : 성과목표, 추진전략, 추진체계, 사업내용26)

  당초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목표가 품목별 골든 씨드 1개씩, 총 

20개 이상 개발하여 종자 수출 2억불 달성이었으나, ‘품목별 골든 씨

드 1개 이상 개발’을 삭제하고 수출 2억불 달성에 기여하는 것으로만 

26) 미래창조과학부. (2015). Golden Seed 프로젝트 사업 특정평가 보고서
    국회예산정책처. (2014). 2013회계년도 결산 부처별 분석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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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을 변경하여 성과 평가시 지적 받은바 있다. 이는 품목별 골든씨드 

1개 이상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목표 달성에 대한 불확실성 때문에 성과

목표를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평가시 고려된 성과목표가 일관적

으로 유지되지 않고 변경된 목표대로 사업이 관리된다면 예비타당성조사

시에 경제적 타당성이 있다고 확인된 사업도 사업의 내용이 변경되었으

므로 경제성이 담보될 수 없을 것이다.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상의 변화도 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

단은 수출과 수입대체를 목표로 글로벌 시장 개척형과 품종보호 전략형 

2개(19개 품목)로 구성되었으나, 상세기획 이후 [그림12]와 같이 부처

별 소관 품목 중심으로 채소종자, 원예종자, 식량종자, 수산종자, 종축 

등 5개 사업단(20개 품목)으로 확대 수정되었다. 그에 따라 사업단 내 

상이한 목표의 품목이 혼재된 양상을 보이게 되었다. 또한 20개 품목별 

평균 예산 지원 금액이 14.6억원으로 품목당 유사한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더하여 식량종자/종축 사업단의 경우 소관 품목에 동일한 예산을 

일괄적으로 배분하는 것으로 나타나 품종 별 특성 및 기존의 품종개발 

진척도 등이 고려되지 않은 품목 간 지원의 차별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

인다. 이는 사업 전반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한 품목 지원보다는 해당 

부처 소관 품목 중심의 사업단 구성에 의해 야기된 결과로 보여진다. 

  또한 [그림13]과 같이 5개 사업단의 운영이 연계협력의 구조보다는 

개별 부처나 청 단위로 사업이 추진되는 등 단절적인 구조로 추진체계도 

변경되었다. 그리하여 참여 부처․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해당 부처․청 관련 품목 및 사업단에 대한 개별적 지원이 

불가피하여 중복 예산에 대한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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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예비타당성조사 시 사업운영 체제 대비 현재 사업 추진 체계

[그림13] 부처 간 사업단 추진현황

  예비타당성조사시와 비교하여 내용상의 큰 변화 중 하나는 예비타당성

조사 시 제외되었으나 파프리카가 개별 품목으로 새롭게 추가된 것이다. 

상세기획 단계에서 파프리카는 수입대체 중요성이 강조되어 고추에서 별

도로 분리하여 개별 품목으로 분류하여 지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파프리

카의 품목 지원은 수입대체를 지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출을 지향

하고 있는 채소종자사업단에 포함되어 있으며, 20개 품목 중에서도 예

산 지원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낮다. 파프리카의 현재 국내 종자 자급

률은 0.1%에 불과하며, 과제 수행도 고추 연구자가 파프리카 연구도 병

행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발간한 「2013회계년도 결산 부처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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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Ⅳ」에서는 동 사업은 추경을 통해 증액된 사업이지만 연구지연으

로 인해 이월액이 발생하는 등 집행관리가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

어 집행일정 또한 예비타당성조사시의 계획과 달리 추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24> ‘13년 골든씨드 프로젝트 결산 현황

(단위 : 백만원)

본 예
산 추경

저 년
도 이
월액

이 ‧ 전
용 등

예 산
현액

집 행
액

다 음
연 도 
이 월
액

불 용
액

골 든 씨 드 프 로
젝트
(농특회계)

19,95
0

34,95
0 - - 34,95

0
34,63
4 - 316

-농림축산식품
부

13,09
4

21,09
4 - - 21,09

4
20,80
9 - 285

-해양수산부 2,906 5,906 - - 5,906 5,875 - 31
-농촌진흥청 3,500 7,500 - - 7,500 7,500 - -
-산림청 450 450 - - 450 450 - -

  국회는 2013년 예산안 심사시, 동 사업에 대해서 당초 예산안 269억 

5,000만원에서 70억원을 감액한 199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확정하

였다. 그러나 정부는 글로벌 수준의 종자개발 성공률은 높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유전자원 확보, 특성분석 및 계통 선발 등 초기에 집중적인 

R&D 투자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하며, 2013년도 1회 추가 경정예산안

을 통해 150억원이 증액된 349억 5,000만원으로 편성‧시행하였다. 4개 

부처 예산은 모두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으로 출연되고 이는 다시 

채소‧원예‧식량종자 사업단 등으로 교부하여 연구비가 집행되었다. 협약

연도(2014.5) 기준으로 실집행실적을 살펴보면, 교부된 예산액 325억

원 중 304억원(93.6%)가 집행되었고, 21억원 정도가 이월되었다. 농림

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은 사업단별 연구 지연에 따라 연구비가 이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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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종축사업단의 경우 2013년 당시 A.I. 발

생에 따른 연구지연으로 인하여 2.7억원 정도가 이월되었기 때문에 타 

사업단에 비해 집행실적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밝혔다. 동 사업은 예산안 

심사 시 국회에서 감액한 사업을 시급성과 필요성을 이유로 추경을 통해 

다시 증액한 사업으로서, 연구 지연 등으로 인해 증액 규모(150억원)의 

14%에 해당하는 21억원이 이월된 것은 사업 초기에 계획이 면밀하게 

수립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국회는 집행부진에 대한 원인을 분

석하였다.

<표25> 골든씨드 프로젝트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사업단 예산액(A) 집행액(B) B/A A-B
채소종자
사업단 8,733 8,402 96.2 331

원예종자
사업단 10,517 9,960 94.7 557

식량종자
사업단 4,500 4,068 90.4 432

종축사업단 3,000 2,543 84.8 457
수산종자
사업단 5,761 5,447 94.5 314

합계 32,511 30,420 93.6 2,091

 

  2012년도 예산 확정 이후, 당초 연내에 품목별 상세 연구기획을 마무

리하고 품목별 사업단을 구성하여 2013년부터 본격적인 프로젝트별 연

구를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상세 연구기획과 사업단 구성을 통해 프로젝

트별 연구가 개시된 것은 당초 계획대비 4개월 정도 지연된 2013년 7

월부터였다. 이에 따라 1단계 프로젝트 연구협약이 2013년 7월 3일부

터 2014년 5월 2일까지로, 총 연구기간도 2013년 7월부터 2022년 5

월까지로 설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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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기간 ‘10~’17 (8년)
총 사업비  3,253.5억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

 8,207억원 (‘10년)

정 부 연 구 비

(~‘14)

 1,072억원

 * 430억원(1개 과제,‘14), 418억원(1개 과제,‘13), 

162억원(2개 과제,‘12), 41억원(2개 과제,‘11), 21

억원(2개 과제,‘10)
사업 시행 주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표26> 「골든씨드 프로젝트 사업추진 기본계획(2012.1)」상의 계획 대비 실

제 추진 실적

당초 계획 추진 실적
기본계획 수립 2012.1 2012.1
상세기획 및 프로젝트 
(과제) 기획 2012.3 ~ 2012.10 2012.8 ~ 2013.3

사업단장 임명 2012.9 2013.2
사업단별 프로젝트 공고 2012.10 2013.5
프로젝트별 연구개시 2013.3 2013.7

 2.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가. 사업 개요 및 현황

  천리안위성 개발을 통한 기술적 기반을 토대로 정지궤도위성의 국내주

도개발에 따른 독자기술능력 확보 및 핵심기술 자립화를 목적으로 미래

부, 환경부, 해수부, 기상청에서 공동 수행 중이다. 정지궤도복합위성개

발, 환경위성탑재체개발,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

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표27>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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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17년 총사업비 3,253.40억원
‘10년~‘19년 예타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 8,207억원

‘10년~‘14년
누적예산 1,072억원
예타 결과 예산(~'14) 4103.5억원

  나. 예산 반영의 적절성

  예비타당성조사에서  10년동안 총 8,207억원의 비용을 타당한 예산

으로 확정받았으나, 현 예산서의 총사업비는 3,253.5억원으로 예비타당

성조사 시 인정된 사업비의 약 40%만이 반영된 예산이다. 

  또한 사업 시작년도부터 ‘14년까지 정부의 누적 예산인 1,072억원

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인정한 총예산의 평균값의 5년치(‘10~‘14)에 

해당하는 4103.5억원을 비교하면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을 인정한 

금액에 비해 3,032억원만큼 적게 배정된 것을 알 수 있다. KISTEP에

서 제공하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에서 각 

회계연도별 타당한 예산은 적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총 예산의 평균치 예산을 활용하여 누적 예산을 비교하였다.

[그림14]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의 실제 총사업비와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비 비교, 사업 시작 년~‘14년까지 누적예산과 예비타당

성조사 결과 예산 비교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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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예산(억원)
예타통과 

평균예산(억원)

예타 통과 예산과 

실제 예산 

차액(억원)

10년 21 820.7 799.7

11년 41 820.7 779.7

12년 162 820.7 658.7

13년 418 820.7 402.7

14년 430 820.7 390.7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과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의 

평균치를 비교하면 [그림15]와 같이 ‘10년에는 799.7억원, ’11년에

는 779.7억원, ‘12년에는 658.7억원, ’13년에는 402.7억원, ‘14년

에는 390.7억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15]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의 연도별 예산변화와 예비타당성 결과 인

정된 연도별 (평균)사업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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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사업의 연도별 예산 변화율을 살펴보면 ‘10년에서 ’12년까지는 

예산변화율이 증가하였지만 ‘12년부터 ’14년까지 감소하고 있다. 그

러므로 향후에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수준까지 예산이 배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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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예산변화율

10년 0

11년 95.2381

12년 295.122

13년 158.0247

14년 2.8708

[그림16]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의 연도별 예산 변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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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에서 타당성이 인정된 

예산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의 예산을 배정받았고 향후 예산도 증가세에 

있지 않으므로 경제성 분석에서 활용한 예산수준과는 다른 예산으로 사

업이 계속 집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계획된 수준에 훨씬 못 미치는 예산

을 배정받았으므로 사업 내용 또한 계획대로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고 이

는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예측한 성과와도 괴리가 있을 것이다.

  다. 사업집행의 충실성 :  추진전략, 추진체계, 사업내용27)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발간한 「2014회계연도 미래창

27) 국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2015). 「2014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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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과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동 

사업은 <표28>와 같이 이월이 2012년~2014년까지 연례적으로 발생하

고 있다. 

<표28>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결산(2012~2014)

(단위: 백만원)

2012 2013 2014
예산액 16,200 41,810 43,040

전연도이월액 60 6,940 -
예산현액 16,260 48,750 -

실집행액 9,320
(57.3%)

11,715
(24.0%) -

이월액 6,940 37,035 -

  동 보고서는 이월이 연례적으로 발생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밝

히고 있다. 첫째는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은 사업기간 종료 시점이 

2015년 4월이므로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는 위성 탑재체에 대한 해외계약이 지연되고, 이에 따라 탑재체와 

시스템, 본체 인터페이스 간의 적합성 및 최적화 검토 등을 검토하는 과

정에서 위성 전반에 대한 개발 일정이 지연되었기 때문이다. 정지궤도복

합위성의 탑재체는 미국, 유럽 등 우주개발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사업으

로 진행함에 따라 소요 예산 2490억 4000만원 중 해외 지불 비용이 

2150억 9천만원(86.4%)을 차지하고 있는데, 환경탑재체, 해양탑재체, 

기상탑재체의 수요부처(환경부, 해양수산부, 기상청)에서 요청하는 사항

에 맞춘 외국의 탑재체 개발계약이 지연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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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9> 정지궤도 복합위성 개발사업 총 소요예산

  항공․우주분야의 기술수준이 미국 대비 72.8%(추격그룹) 수준에 그치

고, 기술격차도 11.7년에 이르는 상황에서 외국과의 공동개발이 필수적

인 사항이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예측시에 계약 상대국의 변수까

지 고려하기 어렵다는 것이 동 분야의 특징적 한계라 하겠다.

  「2014회계연도 미래창조과학부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토보고서」에서는 회계연도-사업기간의 불일치 및 해외공동개발 계약 

지연 등의 발생의 개선을 위해 ‘우주개발전문기관’을 지정․활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왜냐하면 전문기관 지정을 통해 우주개발사업을 보다 체

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하여 외국과의 

안정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문기관의 지

정은 예비타당성 조사시 고려되지 않았지만 사업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

기 위해 사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라 할 수 있겠다.    

  



- 56 -

 C. 소결 

  두 사례에서는 공통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예산에 준하

는 정도의 예산 편성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적정 재정이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은 편성된 예산범위에 맞춰 사업 내용

을 수정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계획과 다른 사업의 집행은 성과 또

한 예측치를 벗어난 수준이 도출될 것을 의미한다. 또한 예비타당성조사

의 경제성 평가는 일부 비계량적 효과분석을 제외하고는 비용/편익 또는 

비용/효과분석으로 이루어지는데 두 사례와 같이 예산 즉 예비타당성조

사에서 제시한 비용과 실제 배정 예산이 다르다면 설령 편익이 예측치와 

비슷한 수준으로 발생하더라도 비용/편익 값, 비용/효과 값이 예측치와 

달리 나타날 것이다. 즉 본 연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의 

경제성 평가의 예측치가 크다고 해서 실제성과가 큰 것은 아니라는 정의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NTIS 데이터 분석의 결론은 비용과 편익(효

과) 모두가 예비타당성분석의 예측치와 다름에 기인한다 하겠다.  

  또 하나의 공통점은 두 사례 모두 결산에서 이월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두 사례 모두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이 불일치하다는 것인데, 연

구개발사업의 성과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측정․수집되므로 사업기간 내

의 성과에 비해 과소 측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부처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국회의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가 회계연도를 기

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그 틀에서 벗어나 사업 자체적으로 성과관

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이고, 계획된 성과를 내지 못한데 대

해 기획재정부, 국회, 언론 등에 설명하고 설득하는 작업만으로도 상당

한 행정적 비효율을 야기할 것이다. 즉 계획한 만큼의 성과를 관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예상하지 못한 비용을 또한 발생시킴을 의미한다. 

  각 분야별 특성에 따른 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주항공기술과 같이 미

국 등 선진국 기술에 대한 추격형 R&D의 경우 선진국과의 공동개발이 

필수적이므로 상대국과의 관계에 따라 R&D일정 및 내용이 크게 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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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한다. 생명공학기술의 경우는 A.I(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이 예기치 않

은 전염병의 확산으로 일부 사업단의 사업집행에 차질이 생기는 등 우주

항공기술, 정보기술 등 다른 분야에 비해 환경적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되

어 있다. 그러므로 예비타당성조사의 경제성 분석시에 각 기술분야의 특

성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와 같은 상

황들을 좀 더 면밀히 조사하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 밖에도 골든씨드 프로젝트와 같은 다부처 공동사업의 경우 사업 전

반의 공통된 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체계보다는 해당 부처 소관 업무 중

심으로 추진 체계를 구성하여 사업의 효율성이 떨어지기도 한다. 예비타

당성조사시 예산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계획했던 추진체계가 실제 

사업집행 시점에서는 예산확보, 업무범위의 명확화 등의 이유로 참여 부

처‧청을 기준으로 추진체계가 변경되는 것이다. 각 부처‧청 관련 품목 및 

사업단에 대한 개별적 지원으로 인해 중복 예산 등 비효율의 문제가 발

생하고 이는 예측한 만큼의 성과를 내는데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예비타당성조사의 대상이 되는 500억이상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장기간의 수행되기 때문에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가지고 유지하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골든씨드 프로젝트의 사례에서 ‘품목별 골든씨드 

1개 이상 개발’이라는 구체적인 성과목표를 유지하기 어려워 수출 2억

불 달성에 기여하는 것만으로 계획을 변경하였는데, 이처럼 예비타당성

조사시 계획한 목표와 사업의 성과목표가 달라지면 사업 수행에 따른 경

제적 편익도 예측치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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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A. 연구결과 요약 및 시사점(개선방향)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국가 R&D사업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 예비

타당성조사를 통해 도출된 경제적 타당성 값과 실제 성과 간에 유의미한 

관계를 찾기 어려웠다. 즉 예비타당성제도의 경제성평가의 유용성에 문

제가 있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 원인은 크게 예비타당성조

사의 경제성 평가 방법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와 예비타당성조사 시 계획

한 사업내용과 달리 실제 사업이 집행․관리된 경우로 나뉜다. 전자는 선

행된 연구에서 다루어졌던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원인 분석을 위해 

대표적인 기술 분야(BT,ST)의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예산이 실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예산의 이월이 발생하였으며, 각 사례별로는 

성과목표, 연구성격, 연구주체 등이 계획과 괴리됨을 보여 예비타당성조

사를 통과한 사업계획과 실제 사업은 달리 집행․관리되고 있었다. 

  하지만 예비타당성조사의 도입취지인 재정 효율성 달성을 위해서는 예

비타당성조사의 예측치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타당성을 입증받은 계

획대로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 집행 시 변화될 수 있는 환경적 제도적 요

인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고, 특히 성과목표가 변경되지 않도록 사업 계

획 수립 시 해당 R&D에 대한 사전조사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성과를 계획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회계연도와 사업기간을 일치

시킬 필요가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성과가 관

리되고 있기 때문에 회계연도와 별개로 사업이 진행되면 예산의 이월, 

성과의 과소 측정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충분한 예산을 

배정받기 어려울 수 있고, 결국 목표한 성과 달성도 어렵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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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자체‧상위‧특정평

가의 결과를 통해 기존 계획과 실제 사업 집행상의 괴리가 생기는 원인

을 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개선을 위한 선순환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별 평가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예비타당성조사 시의 계획 대비 실제 사업 내용을 비교하기 위해 

국회의 예산‧결산 예비심사 검토 보고서,  결산 분석 보고서 및 국가과학

기술심의회의 특정평가28) 보고서를 주로 활용하였다. 그러나 자체평

가29)나 상위평가30) 보고서에서는 각 사업 수행 상의 문제점이나 개선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 않고 특정평가는 요건31)에 해당하

는 몇 개의 사업만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분석을 위한 자료 

수집에 어려움이 있었다.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집행 및 관리에 대한 상세한 분석 및 평가가 필요하나 자체평가의 경우 

각 사업의 담당 부처에서 수행하므로 비판적 평가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

기 때문이다.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실시하는 상위평가의 경우도 질

적 우수성 제고 필요, 적절한 성과분석 방법을 활용한 사업의 효과성 검

증이 필요, 평가결과 지적사항을 사업개선에 반영이 요구된다는 등 공통

된 문제제기 및 개선권고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어 형식적인 평가에 

그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므로 예비타당성조사

를 통과한 대규모 사업의 경우 자체평가 및 상위평가를 강화하거나 특정

평가를 빠짐없이 실시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평가

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8) R&D 특정평가는 기본적으로 장기간(3년 이상) 대규모의 예산(100억 이상)이 투
입되거나 사업간 중복조정 및 연계가 필요한 R&D사업 등을 대상으로 사업의 성과
를 심층분석‧점검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도입‧운영하고 있다.

29) R&D 자체평가는 특허‧논문‧사업화 등의 각종 연구성과목표에 대해 한해 동안의 달
성 정도를 미래창조과학부가 제시한 평가 지침에 의거하여 사업을 수행한 부처가 
스스로 평가하는 것으로서 성과달성정도에 따라 평가점수와 함께 매우 우수, 우수, 
정상, 미흡, 매우 미흡의 5단계 평가등급을 부여하게 된다.

30) 부처들이 실시한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상위 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의 적절성 여부를 검증하고, 평가결과는 사업별 예산배분, 사업개선 등 부
처들의 자율적 사업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반영한다.

31) 매년 기획재정부에서 평가대상 사업을 선정하는데, 장기간 대규모 재정이 투입되어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재정지출 효율화가 필요한 사업이나 재정운용과정에서 성과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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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계획에 충실한 사업집행 및 관리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도 중요한 요건은 계획에 준하는 예산편성이다. 500억 이상 대규모 사

업이라는 특성 때문에 위에서 제시한 것과 같이 여러 가지 예측하기 어

려운 요인이 발생하여 계획대로 사업을 집행․관리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나, 사업의 범위․내용․기간 모든 부분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예산이므로 타당성을 인정받은 만큼 배분되는 것이 예측된 만큼의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책정된 예산의 구속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B.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본 연구의 첫 번째 한계는‘15년 현재까지 분석대상인 예비타당성조

사를 통과하여 시행한 사업 중 경제적 성과를 도출하여 그 결과가 수집

된 사업의 수가 충분치 않음을 이유로 본 연구에 한정된 성과 데이터가 

이용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향후 국가 R&D사업의 성과 데이터가 

더 축적되면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사업의 실제 성과를 비교․분석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용성에 대한 정확도와 정밀함을 높인 연구를 기대할 

수 있겠다. 

  두 번째 한계는 본 연구의 질적 사례분석은 생명공학기술과 우주항공

기술에 해당하는 R&D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향후 문화기술

(CT), 나노기술(NT), 정보기술(IT), 환경기술(ET)에 관한 R&D의 집

행‧관리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R&D가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여 수

행된다면 나머지 기술분야에 대한 추가적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세 번째는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R&D의 경제적 성

과를 동일한 지표로 통제하여 비교하기 위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
분석에 의해 관리․수집되는 성과지표인 기술료 건수, 기술료 징수액, 사

업화 건수를 100만원당 연구생산성으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개별 

R&D 과제마다 목표로 하는 주요 성과가 다르므로 기술료나 사업화 건



- 61 -

수가 적지만 다른 주요 성과가 큰 경우에는 제대로 된 비교라 할 수 없

는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제적 성과를 관리

함에 있어서 산출(output)지표, 결과(result)지표보다는 경제․사회적인 

영향(impact) 및 성과(performance) 분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유용성을 분석함에 있어

서 경제적 성과에 대한 예측의 정확성 유무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예비타

당성조사가 경제적 타당성 외에 기술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에 대한 

예측 부분도 그 유용성에 대한 검증을 향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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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예타 통과 후 추진 중인 사업 현황
32)

 (‘14년)

32) 국가과학기술심의회. (2014). 「2015년도 정부연구개발 투자방향 및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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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사업 2009 2010 2011 2012 2013

항공안전기술개발사업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 　 　

독자수

치예보

모델개

발 31

94 100

차세대도시·농림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개발
　 　 　 30 55

정지궤도기상위성개발 　 　 41 40 100

정지궤도기상위성지상국개발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차세대바이오그린21 　 　 650 650 700

가축유전자원시험장이전 　 　 　 　 15

범부처GigaKOREA사업 　 　 　 　 180

바이오·의료기술개발 　 　 981 1190 1311

포스트게놈신산업육성을위한

다부처유전체사업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50 108 114 148

글로벌프론티어사업 　 150 497 697 762

차세대정보·컴퓨팅기술개발 　 　 30 58 61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194 380 457

4세대방사광가속기건설사업 　 　 200 450 1050

기초연구실지원 　 104 150 180 205

정지궤도복합위성개발사업 　 21 　 162 418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154 315 444 1227

수출용신형연구로개발및실증

사업
　 　 　 104 300

중입자가속기기술개발 　 30 100 140 131

방사성동위원소이용신개념치

료기술개발플랫폼구축사업
　 　 　 　 10

실감미디어산업R&D기반구축

및성과확산
　 　 　 30 120

<부록2> 예타 통과 사업 명칭 및 예산 변화(‘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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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산업창출을위한SW융합기술

고도화
　 　 　 　 55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 　 110 222 238 237

시스템통합적항암신약개발 　 　 50 100 110

연구중심병원육성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소재부품기술개발 　 　 　 3503 3206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688 534

차세대중형항공기개발사업 　 　 　 71 36

소형무장헬기연계민수헬기핵

심기술개발
　 　 　 　 　

플랜트엔지니어링핵심기술개

발
　

Eco-

Ener

플랜트

경쟁력

확보55

90 100 93

바이오화학산업화촉진기술개

발사업
　 　 　 　 　

포스트게놈다부처유전체사업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100 129 177 170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

업
　 　 240 275 284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150 212 196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

개발
　 　 30 71 90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120 330

그래핀소재부품상용화기술개

발
　 　 　 　 40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

및연구기반구축
　 　 30 115 166

클린디젤자동차핵심부품산업

육성
　 　 40 120 140

탄소밸리구축 　 　 50 112 273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 　 　 30 69 107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

화지원
　 　 20 105 123

전자의료기기부품소재산업화 　 　 20 59 96



- 70 -

기반구축
수출전략형미래그린상용차부

품기술개발
　 　 　 15 88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82 140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90 193
차세대건설기계부품특화단지

조성
　 　 　 20 105

차부품고급브랜드화연구개발 　 　 　 　 20

전력산업융합핵심기술개발 　 　 　 　

전력산

업융합

원천기

술개발

907
전력피크대응을위한ESS실증

연구
　 　 　 　 　

발전용고효율대형가스터빈개발 　 　 　 　 　

신재생에너지융합핵심기술개

발(전력)
　 　

한국형

300M

W급IG

CC실

증플랜

트기술

200

한국형

300M

W급IG

CC실

증플랜

트기술

230

한국형

300M

W급IG

CC실

증플랜

트기술

276
해양장비개발및인프라구축 　 　 　 　 229
대형해양과학조사선건조 　 20 80 180 236
차세대해양관측위성개발 　 　 　 　 50

포스트게놈프로젝트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첨단항

만기술

개발

첨단항

만건설

기술개

발45

첨단물

류기술

개발

(물류

시스템)

30

첨단항

만건설

기술개

발56

첨단물

류기술

개발

(물류

시스템)

27

첨단항

만건설

기술개

발51

첨단물

류기술

개발

(물류

시스템)

24

86

폐자원에너지화기술개발사업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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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환경기술개발 　 　 　 　 20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차세대

에코이

노베이

션기술

개발12

60

차세대

에코이

노베이

션기술

개발13

00

650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360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

업
　 　 220

생활공감환경보건기술개발사

업
　 　 　 30 74

환경위성탑재체개발(R&D,신

규)
　 　 　 25 60

Goldenseed프로젝트(농식품

부,산림청,해수부)
　 　 　

21(농

림식품

부),2(

해수부)

275

나노융합2020 　 　 　 50 15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50

99(지

경부),

99(보

복부),

99(미

래부)

394

GoldenSeed프로젝트(농진청) 　 　 　 1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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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연도
사업명

정부

연구비 

기술료  

징수 

건수 

 기술료 

징수액

(억원)

사업화  

건수

‘09 첨단항만기술개발 47 2 0.60

‘10 슈퍼소재융합제품사업화[10신규] 100 　 　 1 

‘11 글로벌프론티어 497 1 0.25 　

‘11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 1,260 　 　 92 

‘11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129 　 　 7 

‘11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 30 　 　 1 

‘11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 240 　 　 4 

‘11 바이오의료기술개발 981 6 7.48 6 

‘11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 56 2 0.50 　

‘11 차세대바이오그린21 650 20 1.69 39 

‘12 글로벌프론티어사업 697 1 0.30 　

‘12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99 2 11.83 　

‘12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177 　 　 8 

‘12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275 　 　 7 

‘12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212 　 　 2 

‘12 범부처전주기적신약개발[지경부] 99 2 11.83 　

‘12 한국형발사체개발사업 444 4 0.86 　

‘12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 238 1 1.53 5 

‘12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190 4 2.33 　

‘12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 380 1 3.30 　

‘12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99 2 11.83 　

‘12
부품소재산업경쟁력향상

(소재부품기술개발)
3,503 88 140.15 77 

‘12 첨단항만건설기술개발 51 1 0.36 　

<부록3>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후 추진 중인 사업 목록 

및 경제적 성과 현황
33)

(‘08~‘13) 

33) http://ncloud.ntis.go.kr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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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1,300 1 0.12 186 

‘13 차세대바이오그린21 700 71 17.44 30 

‘13 기초연구실지원 205 2 0.20 　

‘13 모바일융합기술센터구축 237 1 0.83 1 

‘13 전력산업융합원천기술개발 907 92 88.72 10 

‘13
그린전기자동차차량부품개발및연구

기반구축
166 　 　 2 

‘13 탄소밸리구축 273 　 　 1 

‘13 첨단메디컬섬유소재개발 107 　 　 5 

‘13 감성터치플랫폼개발및신산업화지원 123 　 　 2 

‘13 로봇산업클러스터조성 140 　 　 1 

‘13 초광역연계3D융합산업육성 193 1 1.20 　

‘13 소재부품기술개발 3,206 79 169.89 31 

‘13 소재부품기술기반혁신 534 　 　 2 

‘13 슈퍼소재융합제품산업화 170 8 9.51 13 

‘13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환경정책기반공공기술개발사업)
220 1 0.14 3 

‘13
Goldenseed프로젝트

(농식품부,산림청,해수부)
275 　 　 11 

‘13 범부처전주기신약개발 394 1 5.00 　

‘13 나노융합2020 153 　 　 3 

‘13 신성장동력장비경쟁력강화사업 284 5 4.90 9 

‘13 시스템반도체상용화기술개발 196 　 　 3 

‘13 바이오·의료기술개발 1,311 5 2.96 2 

‘13 공공복지안전연구사업 148 1 0.01 　

‘13 글로벌프론티어사업 762 9 7.52 　

‘13 녹색산업선도형이차전지기술개발 90 　 　 5 

‘13 미래산업선도기술개발 330 　 　 1 

‘13 첨단항만물류기술개발 86 1 0.10 　

‘13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글로벌탑환경기술개발사업)
650 3 0.62 198 

‘13
차세대에코이노베이션기술개발사업

(환경산업선진화기술개발사업)
360 3 0.47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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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n usefulness of 

economic evaluation of R&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Na-young Lee

Public Poli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objective of this research is to verify that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re useful in evaluating the economic 

performance of national R&D projects that are currently in 

progress that has passed the feasibility studies. If the feasibility 

studies are proven not useful, its causes are sought to be 

identified through case studies to devise plans for improvement. 

First, for R&D projects that have passed the preliminary 

feasibility test during the period '08~'14, the correlation between 

the B/C(E/C) value and actual economic performance, namely the 

average annual technology fee collected per KRW 1 million or 

average number of annual commercialization cases per KRW 10 

million budget showed positive correlation. The results show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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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t the correlation between the factors was extremely weak.  

Thus, feasibility studies have not been useful in increasing 

investment efficiency. This is either because the prediction of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per se is inaccurate or because 

the businesses that have been confirmed through the tests are 

not being run according to the previously stated plans. Because 

the former reason is currently a topic of ongoing research, this 

research has analyzed the latter reason, business execution and 

managerial problems, through case studies. 

Through the case studies of the Golden Seed Product project 

and the Integrated geostationary multi-purpose satellite 

development project, the reason that businesses that have 

passed feasibility studies are not being run according to 

previously stated plan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1. 

discrepancies existed between the budget plan in the feasibility 

study and the actual budget in reality, 2. for R&Ds that chase or 

benchmark technologies of advanced countries joint development 

is necessary, and it is difficult to consider factors that affect the 

situations of advanced countries when predicting the economic 

feasibility in the preliminary feasibility studies, and 3. businesses 

that engage in inter-departmental collaborative businesses 

deviate from the general goals of the business and instead shift 

towards fulfilling the tasks of the sub-departments. 

   

keywords : R&D preliminary feasibility study,

economic analysis, cost-benefit analysis, R&D performance,

technology fee, commercialization, R&D project

management

Student Number : 2009-22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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