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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1. 배경 및 목적
□ 본 과제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
분석을 위한 산·학·연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각계 전문가들의
정보교류 및 의견 교환을 활성화 하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평가
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진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
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및 방법론 검증의 필요성이 대두됨
○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틀에 관한 학제 간 논의와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 집단적 지성(Collective Intelligence)을 함양하고 이를 통해 다양
한 참여주체 간의 지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식 격차를 줄이고 연구개발 사전평가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
해 본 과제를 추진함
○ 본 과제에서는 R&D담당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R&D평가 관련 전문
가들의 논의의 장인 콜로키움 개최, 기술개발 동향 파악을 위한 기술
동향조사를 수행함
○ 또한, 자문·검토위원 및 사업 주관부처 담당자, 과제관리기관 담당자
를 대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보다 실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만족도조사도 함께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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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제 내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기획 및 추진과 관련된 정부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및 공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
○ 교육의 내용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 제도 개
선,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및 제도개선, 국가연구개
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제도 및 기술비지정 사업의 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국가연구개발사업 예
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방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
○ 상반기 온라인(7월 26일~28일), 하반기 서울(11월 16일), 대전(11월 17
일) 및 부산(11월 18일)에서 상·하반기 각 3회씩 4시간 교육 실시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은 총 114개 기관에서
시청 및 참석하였음, 상반기 온라인 교육의 경우 총 416명이 시청하
였고, 하반기 교육(3회)에 총 239명이 시청 및 참석하였음
○ 교육의 만족도는 9점 척도 기준으로 7.75점으로 우수한 수준임
□ 정보화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회적 가치, 체계 형태 사업에 관련된
R&D 사전분석 콜로키움을 개최함
○ 총 3회의 콜로키움을 개최하여 총 3개의 주제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진행
<표 1> 2021년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이력
구분

일시

주제

발제자

제31회

9. 3.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협업 방안

정재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제32회

10. 20.

R&D 사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방안
연구

신정우
(경희대학교)

제33회

11. 12.

체계형태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
방안 연구

서윤원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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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4회의 전문가세미나 및 기술동향조사 7회 실시
<표 2> 2021년 전문가세미나 진행 이력
구분

일시

주제

1회

9. 28.

도심항공 모빌리티

2회

10. 5.

이차전지 기술 및 산업동향

3회

11. 12.

화장품 산업 및 연구개발 동향

4회

11. 12.

수소에너지 분야 시장산업 동향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5회

11. 12.

석유화학분야 시장산업 동향 및 탄
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6회

12. 10.

나노·소재 분야 – 세부 분야별
기술·산업 동향

강연자
김명집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이상민
(포항공과대학교)
임병연
(피부과학 응용소재
선도기술개발 사업단)
오현철
(경상국립대학교)
엄문호
(GS칼텍스
중앙기술연구소)
고현협(울산과학기술원)
이건웅(한국전기연구원)
이헌상(동아대학교)

<표 3> 2021년 기술동향조사 주제
순번
1
2
3
4
5
6
7

주제
바이오화학 플랫폼·고부가 소재 개발 연구동향
원전 중대사고 대응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이차전지 산업에서의 전과정평가 연구동향과 활
전기자동차용 전력반도체 기술동향과 전망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위한 영상분석 기술동향과 전망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철강산업 정책 및 기술개발동향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 기술동향과 시장전망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만족도조사를 실시함
○ 2021년 수행한 사업의 자문위원 및 검토위원, 사업 주관부처 담당자
및 과제관리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실시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전체 만족도는 82.1점(100점
만점)으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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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 동 연구과제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서 예타조사
실시 과정에서의 이해관계자 수용도를 제고하고 조사의 전문성, 객관성
및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R&D 사
전분석 콜로키움과 기술동향조사를 병행 진행하며, 이와 함께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만족도조사 수행을 통해 연구개발 사전분석·
평가제도의 원활한 수행을 목적으로 함
○ 2021년에는 전년대비 증가한 연 6회의 예타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전
반적으로 교육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되어, 이를 통해 R&D 관련
담당자들의 예타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연구개발사업 기
획역량의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됨
○ 연구개발 사전평가제도 방법론 고도화를 위해 R&D 사전분석 콜로키
움을 진행하였으며, 예타 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다양한 기술·산
업 분야의 전문가세미나 및 기술동향조사를 병행 추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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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제 1 절 연구 배경
□ 최근 정부 재정투자 확대 기조에 따라 정부연구개발사업(R&D사업)
투자가 양적으로 크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국가 재정운영의 효
율성 제고를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2008
년부터 운영되어 왔음
○ 정부 R&D투자는 ’20년 24.2조 원에서 ‘21년에는 27.4조 원 등으로 급
격히 확대되고 있으며, 시설과 장비 구축이 포함된 복합·대규모 R&D
사업 투자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 국가재정법(38조)에서는 총사업비가 500억 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
지원 규모가 300억 원 이상인 대규모 신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2008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도입 시 순수R&D
사업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이, 기반시설이 수반되는
R&D사업은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가 수행
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수행되었으며,
- 2012년부터는 KISTEP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기관으로
지정되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는 KISTEP이 일원화
하여 수행하고 있음
- 2018.4월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가 과기정통부로 위탁이관 된 이
후 수차례에 걸쳐 운영방식 개선이 이뤄졌으며, 2019.12월에는 과학
기술정책연구원(STEPI)가 추가로 예비타당성조사 수행기관으로 지정
되어 주로 기술 비지정형 사업(인력양성, 중소기업 등)에 대해 조사
를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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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기획재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 되는 신규 사업이 아닌 기
존에 추진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재정투자 적절성에 대한 검
토가 필요한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제도를 운영하
고 있음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란 재원조달 방안, 중장기 재정소요,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해 적정 사업규모를 재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에 반영하기 위함임
- 이를 통해 기획재정부는 관행적 계속사업화 방지 및 불요불급한 지
출 억제 등을 통해 R&D의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음
□ 예비타당성조사를 비롯한 국가 R&D사업에 대한 사전분석 과정은 과학
기술과 인문사회학의 융합에 의한 합리적 의사결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확보된 관련 자료를 합리적으로 검토·검증하여 조사의
객관성 확보가 중요함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는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등 다양한 관점
의 균형 잡힌 접근을 통해 사업의 시행과 미시행에 대한 결론을 도출
하는 과정임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도 기술성, 정책성, 경제성 측면에서 재검토 대상
사업의 과거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계속 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표 1-1>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 현황
(단위 : 건)
구분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계

예비타당성
조사 건수

9

24

19

15

14

11

23

11

12

12

36

30

30

16 248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건수

-

-

-

-

-

1

7

10

3

-

1

-

7

4

주 : 건수는 사업별 조사/재검토 신청 시점 기준, 중도 철회 사업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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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STEP은 연구개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분석결과의 객관성 확보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R&D
예타조사 참여 가능한 산·학·연 전문가 참여를 통해 R&D 사전분석 콜
로키움을 개최하여 예타 조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경제성 분석
방법론을 논의하고자 함
○ 사전분석 콜로키움은 예비타당성조사에 적용되는 다양한 항목과 방법
론에 대한 자유로운 토의를 통해 보완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발전방
향을 도출하는 전문가 논의의 장을 마련한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연구개발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착수된 지 10여년 이상 경과된 현
시점에서 예타조사 제도 운영 방식에 대한 환기와 함께, 다양한 조
사방법론의 적용 요구 등의 니즈가 높아지는 점을 고려함
□ 또한, 2012년 이래 KISTEP 주관으로 R&D사업 담당 중앙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R&D관련 담당자를 대상으로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수행하는 KISTEP
의 연구진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를 운영하는 과학기술혁신본부
담당관 등이 교육 강사로 참여하여 예비타당성조사의 근거가 되는 제
도 및 지침의 내용을 설명함
○ 이는 기존의 사례와 해법을 공유하여 전반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수준을 제고하고 신규 기획과정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사 진행 과정의
이해도를 높여 원만한 제도 운영을 꾀하고자 함임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범위와 방법에 대한 공유를 통해 신규 사업 기
획과정의 효율화뿐만 아니라,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사업 제안주
체와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 간의 인식 격차를 줄이고 연구개발 사
전평가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본 예타 교육 실시를 통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서
KISTEP 기관 홍보 및 위상 강화의 효과를 거둘 수 있었으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조사제도 발전에 활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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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최근 예타 대상사업으로 접수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 분야에 대
해 선제적인 기술동향 조사 및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기술·산업 분석
정보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므로, 본 과제를 통해 다양한 방식의 기술
동향분석을 수행하고 있음
○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정부의 R&D지원을 통한 기술·산업 경쟁력 제고
를 요구하는 사업들이 기획·제기되고 있으므로, 예비타당성조사 연구
진 차원에서도 지속적으로 최신 연구․기술동향을 파악할 필요가 있음
○ 기술동향분석을 위해 전문가 세미나, 동향조사 분석 리포트, 시장 동
향 보고서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하여 분석정보를 수집하여, 예비타
당성조사를 비롯한 사전분석을 위한 전문가 집단으로서 KISTEP 역할
을 수행할 필요가 있음 진은 지속적으로 최신 연구․기술동향을 파악
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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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사전분석의 고도화를 위한 전문가 네트워
크 구축과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시장의 이해도 및 수
용도를 제고하고, KISTEP 내부연구진의 조사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목
적으로 함
□ 본 과제에서는 이러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수행하였음
○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에 대한 이해도와 수용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하였음
- 정부부처 및 지자체의 공무원, 그리고 공공기관의 R&D 담당자를 대
상으로 상반기(온라인 3회), 하반기(서울, 대전, 부산)에서 총 6회를
실시하였으며,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세부지침의 핵심
적 내용과 함께 바람직한 연구개발사업 기획 방법론을 전달하는 것
을 주된 내용으로 하였음
- 교육을 통해 국가재정법에 근거하여 수행되는 제도의 이해도 제고와
이에 부합하는 합리적 기획 수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각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R&D 사전분석 콜로키움을 개최하였음
- R&D 사전분석 콜로키움으로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을 통한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선을 위한 방안을 논의함
○ 다양한 분야의 기술동향조사 및 전문가세미나를 진행하였음
- 전문지식 확보 및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전문가세미나 및 기
술동향조사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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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제 1 절 교육 개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의 목적은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역량을 제고하는데 있음
○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 및 평가방법론과 예비타당성조사
사례에 대한 설명을 통해 국내의 전반적인 연구개발사업의 기획 역량
을 제고하는데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은 2011년부터 매해 개최하고 있음
○ 시작년도인 2011년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과 공동으로 건설, R&D 등
을 포함한 모든 부문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교육을 개최하였음
○ KISTEP이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 지정된 2012년부터는
KISTEP 주관으로 R&D부문의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실시하고 있음
<표 2-1> 2021년도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개요
구

분

목

적

내

용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운영방안 및 방법론 이해
2) 국가 R&D사업 기획 및 예비타당성조사 사례 검토를 통해 R&D사업 기획역량
강화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제도개선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및 제도개선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제도 및 기술비지정 사업
주요내용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5)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방법
1) 2021년 7월 26일(월) ~ 28(수), 온라인 교육*
2) 2021년 11월 16일(화), 엘타워(서울)
일시 및 장소
3) 2021년 11월 17일(수), 호텔ICC(대전)
4) 2021년 11월 18일(목), 시그니엘 부산(부산)
교육 대상 재정사업 담당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공공기관 R&D 관련 담당자
*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를 위해 온라인으로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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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은 R&D 관련 담당자를 대상으
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과 KISTEP 예비타당성조
사 연구진을 중심으로 진행함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담당하
는 중앙행정부처 및 지자체 공무원, 연구관리 전문기관, 공공기관
R&D 관련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음
- 교육 홍보 및 수강신청 안내를 위해 교육대상자의 소속기관인 중앙
행정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에 교육 관련 안내문과 참석 요청 공문을
발송하였음1)
- 예비타당성조사 정보 공유를 위해 개설된 R&D예타로(路)2)를 통해
교육에 대한 사전등록을 진행하였으며, 2021년 하반기에는 위드코로
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100명 미만으로 진행함
○ 교육의 전반적인 진행 및 강의는 예비타당성조사 연구진이 담당하였
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에서 국가연구개발사
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및 제도개선에 대해 강의하였음
- 과학기술정책연구원에서 기술비지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해
강의하였음
○ 강의 이후에는 질의응답 및 교육에 대한 만족도조사를 수행하였으며,
교육 종료 후 수강한 참석자들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전체 일정을
마무리 하였음

1) 공문발송대상(교육대상 기관)은 부처, 지자체 등 정부기관, 공공기관/준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
중 과학기술과 관련성이 있는 기관, 테크노파크, 부처별 과제관리기관, 출연연구기관, 국립연구
소를 기본대상으로 하였음
2) R&D예타로(www.ntis.go.kr/rndye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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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교육 내용
□ 교육의 내용은 크게 과기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의 강연, 과학기술정책
연구원의 강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진의 강연으로 구성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 및 제도개선” 강의는 국가연
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개요, 추진절차 및 일정, 제도개선 및 수
행실적, 주요 쟁점, 기술비지정사업 예타 순으로 진행하였음
○ 연구개발 예타의 개요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의
미 및 법적근거, 연구개발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의 평가항목, 예
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과 면제 절차에 대해 강의하였음
○ 추진절차 및 일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세부 수행 절차(대상선정, 조사수행, 종합평가 등), 기관별 기능 및 역
랑, 차수별 예타 일정 순으로 강의하였음
○ 제도개선 및 수행실적에서는 1차(’18.4월) 제도개선 내용, 2차(’19년.1
월) 제도개선 내용, 현 조사항목 계층 구조, 3차(’19.11월) 제도개선 내
용에 대해 강의하였음
○ 주요 쟁점에서는 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
는 주요 쟁점에 대해 강연하였음
- 연구개발 예타는 사업기획의 논리와 합리성이 매우 중요하며, 문제/
이슈 해결을 위한 사업목표 및 성과지표, 사업 추진계획(추진전략,
추진체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하는 내용
- 선행사업의 성과분석 결과를 사업기획에 충분히 반영하고, 사업 규모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및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연구개발 현황 및 수요 분석을 제
시해야 한다고 강연하였음
○ 기술비지정사업 예타에서는 기술비지정사업의 의미, 예타 제도에서의
기술비지정 사업을 위한 고려, 기술비지정 사업 기획 시 중점 고려사
항 등에 대해 강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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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 제도개선“ 강의는 예타 대상선정의
개요, 제도개선 주요내용, 추진절차 및 일정 순으로 진행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 대상선정의 개요에서는 예타 대상선정의 목
적, 대상, 검토내용, 방법 및 추진 경위, 예타와의 연계구조에 대해서
강의하였음
○ 제도개선 주요내용에서는 제도개선 추진배경, 추진방향 및 제도개선
주요 내용으로 예타 대상선정 차별성 확립, 정책·예산 연계성 강화에
대해 설명하였음
- 예타 대상성전 차별성 확립에서는 예타 대상선정(기술성평가)와 본예
타 역할 분담, 예타 대상선정과 본예타 운영체계 통합에 대해서 설
명하였음
- 정책·예산 연계성 강화에서는 국가 과학기술 정책과 예타 연계 강화,
연구개발 투자 현황 및 방향과 예타 연계 강화, 부처별 우선순위 적
극 반영에 대한 내용을 강의하였음
○ 추진절차 및 일정에서는 예타 요구 조건의 충족 여부 등 확인 후 평
가 착수, 예타 결과 ‘미시행’ 사업의 재신청, 예타 대상선정 사업 검토
에 대해 강의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사전컨설팅 제도 안내” 강의에서는
R&D 예타 사전컨설팅 개요, 사전컨설팅 운영, 사전컨설팅 연간 일정
에 대해 강연하였음
○ R&D 예타 사전컨설팅 개요에서는 사전컨설팅 수행의 배경, 목적, 현
황, 추진체계를 설명하고, 사전컨설팅의 방향 및 유형에 대해서 강연
하였음
○ 사전컨설팅 운영에서는 사전컨설팅 운영 절차, 기획 초기단계 컨설팅
사례, 기획 완성단계 컨설팅 사례, 컨설팅 의견 만족도 및 효과성에
대해 강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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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비지정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이해”에서는 기술비지정R&D사업,
기술비지정사업 예타의 주요 평가질의, R&D예타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의 중요성, 기술비지정사업 예타 시 주요 고려사항 순으로 강연하였음
○ 기술비지정 R&D사업의 이해에서는 기술비지정 사업의 개요, 과학기
술정보통신부로 예비타당성조사가 위탁된 후 수행 된 기술비지정 사
업 목록에 대해 강연하였음
○ 기술비지정사업 예타의 주요 평가질의에서는 기술비지정사업 예타 추
진 시 차별점, 주요 평가질의별 구분, 기술비지정사업의 고유 평가 질
의에 대해서 강연하였음
○ R&D예타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의 중요성에서는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항목의 의미, 기본 평가항목 등에 대해 강연하였음
○ 기술비지정사업 예타 시 주요 고려사항에서는 기술지정사업과 기술비
지정사업에 대한 예타 시 차이점, 기술비지정사업 기획 시 주요 고려
사항의 세부적인 내용(기술분야 특정, 문제/이슈, 목표,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 간의 연계성 등)에 대해 강연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이해” 강의에서는 국가연구
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소개,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쟁점과
R&D사업 기획의 이슈,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 대
해서 발표하였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소개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의미와 지침체계, 제도의 변화, 경제성 평가 비중 및 과학기술성 비중
의 확대, 예비타당성조사의 전주기, R&D 예타 조사 체계 및 항목 개
편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주요 쟁점과 R&D사업 기획의 이슈에서는 R&D 예타
주요 쟁점 유형, 문제와 이슈의 중요성, R&D사업 기획 시 고려사항
등에 대해서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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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의 대
분류인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정책적 타당성 분석, 경제적 타당성
분석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였음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세부 분석방법” 강의는 다시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개념 및 사례’와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추정 사
례’로 나누어 이루어졌음
○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 개념 및 사례에서는 2계층 평가항목인 문제/
이슈 도출의 적절성, 사업목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
절성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음
- 문제/이슈 도출의 적절성에서는 문제/이슈의 의미, 주요 점검항목(국
가적/사회적 해결 필요성, 과학기술기반 문제/이슈 해결 필요성, 차
별성 등)에 대하여 과거 사업의 예를 들어 설명하였음
- 사업목표의 적절성에서는 평가항목별 주안점으로 사업목표와 해결할
문제와의 연관관계,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 성과지표, 수혜자의 표적
화 등에 대한 다양한 예를 들어 설명하였음
- 세부활동 및 추진전략의 적절성에서는 검토항목인 사업목표와 하위
세부활동 간의 연계성, 기술개발계획의 구체성과 적절성, 세부활동
단위의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세부활동 단위의 시간 및
선후행·인과관계 적절성, 추진체계 적절성 등에 대해서 다양한 예시
를 제시하며 설명하였음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추정 사례에서는 가성 사업 설정, 연
구개발비용 추정, 연구시설 구축비용 추정, 연구장비 구축비용 추정,
연구관리비 및 기타 비용 추정, 총사업비 및 총비용 추정 순으로 설
명하였음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비용 추정 사례 설명을 위해 임의의 가상
사업을 설정하고, 가상 사업의 비용을 순차적으로 추정하는 예시를
들어 설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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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교육 결과
1. 참여 수강생 현황
□ 2021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에 참여한 수강생은
총 655명임3)
<표 2-2> 2021년도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수강생 참석 현황
(단위 : 명)
구분

1·2·3차(온라인)*

4차(서울)

5차(대전)

6차(부산)

합계

사전등록 신청자

397

51

82

37

567

현장등록

-

11

2

10

23

온라인 생중계
실제 참석자

157

125

134

99

-

-

99

139**

64

36

655

* 참석자는 유효 접속시간에 접속한 접속자 통계를 의미함(오후 12시~오후 6시)
** 온라인 생중계 접속자 포함하여 집계함

○ 상반기 1·2·3차(온라인) 교육에 교육 수강 신청자는 397명이었으나, 오
픈 플랫폼으로 진행하는 온라인교육의 특성상 3일간 접속자는 총 416
명으로 집계되었음

[그림 2-1] 2021년 상반기 온라인 교육 접속자 통계

3) 2021년 상반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은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으며, 사전등록인
원은 397명이나, 오픈 플랫폼에서 진행하여 일자별 중복접속 및 미등록자 접속으로 신청자보다
참석자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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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4차(서울), 5차(대전) 6차(부산) 교육에는 총 193명이 참석하였
으며, 온라인으로 진행한 4차(서울)은 총 99명이 접속하여 교육을 시
청하였음

[그림 2-2] 2021년 하반기 온라인 교육 접속자 통계(11월 16일(화)-서울)
□ 수강생의 소속기관을 살펴보면, 총 144개 기관에서 참석하였음
○ 상반기 1·2·3차(온라인) 교육은 총 117개 기관에서 사전등록을 신청하였
으며, 한국연구재단(28명), 정보통신기획평가원(26명), 한국산업기술평가
관리원(25명),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17명) 등의 신청이 많았음
○ 하반기 4차(서울) 교육은 총 28개 기관에서 사전등록을 신청하였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7명),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3명), 한국산업기술
평가관리원(3명), 한국특허전략개발원(3명), 한국보건산업진흥원(3명),
충남테크노파크(3명) 등이 신청하였음
○ 하반기 5차(대전) 교육은 총 31개 기관에서 사전등록을 신청하였으며,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7명), 경남연구원(7명),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원(6명), 보건복지부(6명) 등이 신청하였음
○ 하반기 6차(부산) 교육은 총 21개 기관에서 참여했으며, 부산광역시(6
명), 제주연구원(6명), 부산테크노파크(4명) 등이 신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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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교육 만족도조사
□ 교육 종료 후 수강생을 대상으로 교육 만족도조사를 위해 설문을 실시
하였음
○ 설문 내용은 교육에 대한 참가 열의, 추천 의지, 과목 구성 적절성,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운영 만족도의 5개 항목으로 구성하여 9점 척
도 방식으로 만족도를 질의하였음
○ 설문대상자의 기본사항(소속기관, 직무, 직급), 교육의 유익한 점, 미흡한
점 및 교육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 등을 서술하는 항목을 포함하였음
□ 예비타당성조사 교육 수강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의 응답률은 89.1%로,
교육 참가자 149명 중 131명이 설문에 참여하였음
<표 2-3> 교육 만족도조사 설문응답률
구분

참석자 수

상반기 1·2·3차(온라인)

응답자수

설문응답률

참석자 파악이 어려움

하반기 4차(서울)

40명

36명

90.0%

하반기 5차(대전)

64명

52명

81.3%

하반기 6차(부산)

36명

26명

72.2%

합계

140명

114명

81.4%

[그림 2-3] 2021년 하반기 예타 교육 만족도조사 응답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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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교육에 대한 만족도는 설문을 통해 질의한 5개 항목에 대한 참여
자들의 답변을 종합한 결과, 7.75(9점 만점)로 집계됨
○ 하반기 4차(서울)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7.79, 5차(대전) 교육과정
에 대한 만족도는 7.69, 6차(부산) 교육과정에 대한 만족도는 7.55로
집계됨
<표 2-4> 교육 참석자 및 종합만족도
구분

종합만족도

하반기 4차(서울)

7.79

하반기 5차(대전)

7.69

하반기 6차(부산)

7.55

합계

7.75

[그림 2-4] 2021년 하반기 예타 교육 참석자 종합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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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체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교육 운영 만족도가 7.80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목 구성 적절성이 7.67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참가 열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7.78, 본 교육과정의 추천 의지 항목이 7.78, 과목 구성 적절성 항목이
7.67, 교육 내용 만족도는 7.70,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7.80로 조
사됨
<표 2-5>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결과(종합)
항목

질문

만족도

종합 만족도

(종합)

7.75

참가 열의

본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았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열의
가 강했다.

7.78

추천 의지

본 교육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7.78

과목 구성
적절성

각 세부과목들은 본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다.

7.67

교육 내용
만족도

교육내용은 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
었다.

7.70

교육 운영
만족도

교육운영 전반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7.80

[그림 2-5]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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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항목별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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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항목별 응답률(종합)
구분

참가 열의

과목 구성
적절성

교육 운영
만족도

18

응답률

구분

응답률

매우 아니다

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9%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9%

보통

7.0%

보통

7.9%

조금 그렇다

5.3%

약간 그렇다

28.1%

추천 의지

조금 그렇다

6.1%

약간 그렇다

23.7%

그렇다

16.7%

그렇다

20.2%

매우 그렇다

42.1%

매우 그렇다

41.2%

무응답

0.0%

무응답

0.0%

합계

100.0%

합계

100.0%

매우 아니다

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1.8%

조금 아니다

1.8%

보통

11.4%

보통

7.0%

조금 그렇다

7.0%

약간 그렇다

17.5%

그렇다
매우 그렇다

교육 내용
만족도

조금 그렇다

9.6%

약간 그렇다

21.1%

22.8%

그렇다

21.9%

39.5%

매우 그렇다

38.6%

무응답

0.0%

무응답

0.0%

합계

100.0%

합계

10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9%

보통

7.9%

조금 그렇다

6.1%

약간 그렇다

20.2%

그렇다

24.6%

매우 그렇다

39.5%

무응답

0.9%

합계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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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4차(서울) 교육의 경우 교육 운영 만족도가 8.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 추천의지 외의 3개 항목에서 7.92로 나타났음
-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참가 열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7.92, 본 교육과정의 추천 의지 항목이 8.03, 과목 구성 적절성 항목
이 7.92, 교육 내용 만족도는 7.92,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8.06로
조사됨
<표 2-7>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결과(4차 서울)
항목

질문

만족도

종합 만족도

4차(서울)

7.97

참가 열의

본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았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열의
가 강했다.

7.92

추천 의지

본 교육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8.03

과목 구성
적절성

각 세부과목들은 본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
다.

7.92

교육 내용
만족도

교육내용은 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
었다.

7.92

교육 운영
만족도

교육운영 전반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8.06

[그림 2-7]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결과(4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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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항목별 결과(4차 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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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항목별 응답(4차 서울)
구분

참가 열의

과목 구성
적절성

교육 운영
만족도

응답률

구분

응답률

매우 아니다

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보통

5.6%

보통

8.3%

조금 그렇다

8.3%

조금 그렇다

2.8%

약간 그렇다

25.0%

약간 그렇다

19.4%

그렇다

11.1%

그렇다

16.7%

매우 그렇다

50.0%

매우 그렇다

52.8%

무응답

0.0%

무응답

0.0%

합계

100.0%

합계

100.0%

매우 아니다

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2.8%

조금 아니다

2.8%

보통

8.3%

보통

2.8%

조금 그렇다

5.6%

조금 그렇다

8.3%

약간 그렇다

11.1%

약간 그렇다

19.4%

그렇다

22.2%

그렇다

19.4%

매우 그렇다

50.0%

매우 그렇다

47.2%

무응답

0.0%

무응답

0.0%

합계

100.0%

합계

10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보통

8.3%

조금 그렇다

0.0%

약간 그렇다

16.7%

그렇다

27.8%

매우 그렇다

47.2%

무응답

0.0%

합계

100.0%

추천 의지

교육 내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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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5차(대전) 교육의 경우 참가 열의 만족도가 7.8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과목 구성의 적절성이 7.52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참가 열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7.81, 본 교육과정의 추천 의지 항목이 7.77, 과목 구성 적절성 항목
이 7.52, 교육 내용 만족도는 7.65,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7.69로
조사됨
<표 2-9>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결과(5차 대전)
항목

질문

만족도

종합 만족도

5차(대전)

7.69

참가 열의

본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았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열의
가 강했다.

7.81

추천 의지

본 교육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7.77

과목 구성
적절성

각 세부과목들은 본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
다.

7.52

교육 내용
만족도

교육내용은 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
었다.

7.65

교육 운영
만족도

교육운영 전반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7.69

[그림 2-9]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결과(5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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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항목별 결과(5차 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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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항목별 응답(5차 대전)
구분

참가 열의

과목 구성
적절성

교육 운영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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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률

구분

응답률

매우 아니다

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보통

5.8%

보통

7.7%

조금 그렇다

3.8%

조금 그렇다

5.8%

약간 그렇다

30.8%

약간 그렇다

26.9%

그렇다

23.1%

그렇다

21.2%

매우 그렇다

36.5%

매우 그렇다

38.5%

무응답

0.0%

무응답

0.0%

합계

100.0%

합계

100.0%

매우 아니다

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보통

15.4%

보통

9.6%

조금 그렇다

7.7%

조금 그렇다

9.6%

약간 그렇다

19.2%

약간 그렇다

23.1%

그렇다

25.0%

그렇다

21.2%

매우 그렇다

32.7%

매우 그렇다

36.5%

무응답

0.0%

무응답

0.0%

합계

100.0%

합계

10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보통

9.6%

조금 그렇다

9.6%

약간 그렇다

21.2%

그렇다

21.2%

매우 그렇다

38.5%

무응답

0.0%

합계

100.0%

추천 의지

교육 내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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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반기 6차(부산) 교육의 경우 교육 운영 만족도가 7.64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교육 추천 의지가 7.46로 가장 낮게 나타남
-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참가 열의에 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7.54, 본 교육과정의 추천 의지 항목이 7.46, 과목 구성 적절성 항목
이 7.62, 교육 내용 만족도는 7.50, 교육 운영에 대한 만족도가 7.64로
조사됨
<표 2-11>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결과(6차 부산)
항목

질문

만족도

종합 만족도

6차(부산)

7.55

참가 열의

본 교육과정에 관심이 많았으며, 참가하고자 하는 열의
가 강했다.

7.54

추천 의지

본 교육과정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겠다.

7.46

과목 구성
적절성

각 세부과목들은 본 교육과정의 목적에 맞게 구성되었다.

7.62

교육 내용
만족도

교육내용은 업무 수행이나 능력개발 측면에서 도움이 되
었다.

7.50

교육 운영
만족도

교육운영 전반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7.64

[그림 2-11]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결과(6차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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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항목별 결과(6차 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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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교육 종합 만족도조사 항목별 응답(6차 부산)
구분

참가 열의

과목 구성
적절성

교육 운영
만족도

응답률

구분

응답률

매우 아니다

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3.8%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3.8%

보통

11.5%

보통

7.7%

조금 그렇다

3.8%

조금 그렇다

11.5%

약간 그렇다

26.9%

약간 그렇다

23.1%

그렇다

11.5%

그렇다

23.1%

매우 그렇다

42.3%

매우 그렇다

30.8%

무응답

0.0%

무응답

0.0%

합계

100.0%

합계

100.0%

매우 아니다

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3.8%

조금 아니다

3.8%

보통

7.7%

보통

7.7%

조금 그렇다

7.7%

조금 그렇다

11.5%

약간 그렇다

23.1%

약간 그렇다

19.2%

그렇다

19.2%

그렇다

26.9%

매우 그렇다

38.5%

매우 그렇다

30.8%

무응답

0.0%

무응답

0.0%

합계

100.0%

합계

100.0%

매우 아니다

0.0%

아니다

0.0%

약간 아니다

0.0%

조금 아니다

3.8%

보통

3.8%

조금 그렇다

7.7%

약간 그렇다

23.1%

그렇다

26.9%

매우 그렇다

30.8%

무응답

3.8%

합계

100.0%

추천 의지

교육 내용
만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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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예비타당성조사 운영 관련 만족도(5점 만점)를 살펴보면, 예비
타당성조사 과정 만족도는 3.66,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활용 만족도는
3.88로 조사됨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만족도(5점 만점)의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
면, 자료 관련 만족도는 3.69, 의사소통 관련 만족도는 3.64, 에티켓
관련 만족도는 3.64로 조사됨
<표 2-13>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만족도 결과(종합)
구분

응답인원(명)

백분율(%)

자료

의사소통

에티켓

자료

의사소통

에티켓

평균 점수
및 백분율

3.69점

3.64점

3.64점

73.9%

72.8%

72.8%

매우낮음

1

1

1

0.9%

0.9%

0.9%

낮음

7

4

6

6.1%

3.5%

5.3%

보통

20

25

24

17.5%

21.9%

21.1%

높음

37

35

33

32.5%

30.7%

28.9%

매우높음

13

13

14

11.4%

11.4%

12.3%

무응답

36

36

36

31.6%

31.6%

31.6%

합계

114

114

114

100.0%

100.0%

100.0%

[그림 2-13] 예비타당성조사 과정 만족도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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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활용 만족도(5점 만점)의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
펴보면, 사업 추진과정의 합리성은 3.87, 정부예산 운영의 효율성은
3.81, 효과적인 사업관리 및 성과제고는 3.87, 사업주체 기획역량 제고
는 3.94으로 조사됨
<표 2-1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활용 만족도 결과(종합)
구분

응
답
(명)

백
분
율
(%)

평균점수
전혀 동의하지 않음
일부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무응답
합계
평균백분율
전혀 동의하지 않음
일부 동의하지 않음
보통
동의함
매우 동의함
무응답
합계

추진과정
합리성
3.87
1
3
13
42
20
35
114
77.41%
0.9%
2.6%
11.4%
36.8%
17.5%
30.7%
100.0%

예산 운용
효율성
3.81
1
3
18
38
19
35
114
76.30%
0.9%
2.6%
15.8%
33.3%
16.7%
30.7%
100.0%

사업관리 및
성과제고
3.87
2
2
14
40
21
35
114
77.41%
1.8%
1.8%
12.3%
35.1%
18.4%
30.7%
100.0%

주체의 기획
역량 제고
3.94
1
0
17
41
20
35
114
78.89%
0.9%
0.0%
14.9%
36.0%
17.5%
30.7%
100.0%

[그림 2-14]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활용 만족도 결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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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전체 교육 참석자의 소속기관, 직무, 직급에 따른 교육 만족도
는 큰 편차 없이 유사한 결과를 나타냄
○ 소속기관에 따른 교육 종합만족도는 국공립연구소/출연연이 7.39으로 제
일 낮았고 기타기관이 8.60, 중앙행정기관이 8.47, 연구관리전문기관이
7.88, 정부/지자체 산하기관이 7.68 순으로 나타남
○ 직무에 따른 교육 종합만족도에서는 연구/기술 행정 직무가, 직급에
따른 교육 종합만족도는 선임급에서 높은 만족도로 나타남
<표 2-15> 소속기관에 따른 교육 만족도(종합)

8.73
8.11

과목구성
적절성
8.45
7.78

교육내용
만족도
8.27
7.89

교육운영
만족도
8.18
8.00

7.60

7.33

7.27

7.23

7.53

7.39

7.74

7.65

7.53

7.68

7.82

7.68

7.65

8.00

7.92

7.96

7.85

7.88

9.00

8.50

8.50

8.50

8.50

8.60

소속기관

참가열의

추진의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공립연구소
/출연연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연구관리
전문기관
기타

8.73
7.78

평균
8.47
7.91

<표 2-16> 직무에 따른 교육 만족도(종합)
직무
연구개발
(연구/기술)행정
기타

참가
열의
7.53
7.87
8.13

추진의지
7.65
7.92
7.69

과목구성
적절성
7.47
7.89
7.44

교육내용
만족도
7.29
7.94
7.69

교육운영
만족도
7.47
8.00
7.69

평균
7.48
7.92
7.73

<표 2-17> 직급에 따른 교육 만족도(종합)
소속기관

참가열의

추진의지

과목구성
적절성

교육내용
만족도

교육운영
만족도

평균

원급(사원/대리)

7.75

7.69

7.60

7.71

7.85

7.72

선임급(과장)

7.68

7.95

7.74

7.74

7.84

7.79

책임급

7.96

7.77

7.65

7.62

7.77

7.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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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의 유익한 점
○ 예타에 대한 전반적 이해 및 최신 경향 확인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 개요 및 주요내용 이해도 제고에 유용
○ 중요 포인트 위조로 지속 강조설명하여 이해도 제고에 도움이 되었음
○ 실무 담당자에 의한 실제 프로세스 이해가 가능하도록 가능 구성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의 미흡한 점
○ 각 세션별 내용의 중복사항을 줄여 컴팩트한 프로그램 기획 필요
○ 강의시간이 짧아 세부적이 내용 설명이 부족함
○ 교육 자료에 텍스트가 너무 많아 핵심 내용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음
○ 보다 많은 케이스 예시가 있었으면 좋겠음
○ 세부적인 타당성 방법론에 대한 시간이 적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
○ 실사례가 소개되어 있지만,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완 교육해 주시
면 좋을것 같음
○ 기초 심화 코스 등으로 내용을 세분화하여 교육해주시면 좋겠음
○ 예타 준비 기관에 더 홍보가 많이 되기를 바람
○ 예타 과정 전반에 대한 리뷰 후에 각 단계에 대한 설명도 충실했으면
좋겠음
○ 우수 사례와 미흡 사례를 비교하여 설명하면 이해에 많은 도움이 됨
○ 교육장소가 한정적이며, 더 많은 지역에서 개최되었으면 좋겠음
○ 대표적인(성공적인) 예타 사업의 구체적인 과정과 선정과정 및 신청
부처, 지자체 대응에 대한 내용 추가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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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 최근 재정투자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으며, 이에 따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대
두될 것임
○ 2021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규모는 약 27.4조 원으로 2021년 국
가 재정 지출의 약 5.2%에 해당하며, 전년대비 약 13.1%의 증가율을
나타냄
○ 정부는 최근 R&D 성과 제고와 시장수요와 성과에 기반한 R&D 혁신
을 방향으로, 장기계속 R&D에 대해 일몰제 실시 및 성과미흡 사업의
구조조정 등을 실시하고 있어, 후속 신규 R&D사업 착수를 위한 예비
타당성조사의 필요성이 증대됨
□ KISTEP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총괄기관으로서 제도 개
선 및 발전 도모를 위하여 관련 기관 및 전문가들의 경험과 지식 공유
의 일환으로 ‘R&D 사전분석 콜로키움’을 실시하고 있음
□ 제31회 콜로키움은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협업 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으며, 제32회 콜로키움에서는 R&D사업의 사회적 가
치 평가방안에 대한 내용을 논의 하였으며, 제33회 콜로키움에서는 체
계 형태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음
<표 3-1> 2020년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개최 이력
구분

일시

제31회

9. 3.

제32회

10. 20.

제33회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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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협업 방안
R&D 사업의 사회적가치 평가 방안
연구
체계형태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
방안 연구

발제자
정재동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신정우
(경희대학교)
서윤원
(단국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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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제31회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1.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및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협업 방안
가. 배경 및 필요성
□ 배경
ㅇ 최근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등 4차 산업혁명 주요기술 확산
에 따라 ICT 분야의 대규모사업 예타조사 대상이 증가*
* 미래등기시스템(’19),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19), 우체국 종합금융시스템 구
축(’19),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20),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20) 등

ㅇ 특히, ICT신기술의 융합 가속화에 따라 일반재정, 정보화가 아닌,
R&D분야에도 예타조사 대상사업으로 확산되는 추세
* 산학연 플랫폼 협력기술개발사업(’20), 데이터기반 스마트 철도안전관리
기술개발사업(’20), 차세대 인공지능 핵심원천 기술개발사업(’20), 디지털
라이브 국토정보 기술개발 사업(’20), 스마트 제조혁신 기술개발(’20), 블
록체인 기술개발사업(’19) 등

□ 필요성
ㅇ 비용적 관점에서, 예타조사 사업의 연구개발 장비·디바이스 외에 AP,
플랫폼, 단말기, 네트워크 등 각종 IT 관련 인프라 장비, 상용SW 도
입비의 과다 계상에 따른 재정낭비 차단을 위해 엄격한 비용조사가
시급
- 과제 內 SW개발비가 포함될 경우, 관행적인 비용 부풀리기 또는 개
발비 산정의 오류를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기능점수(FP) 기반의
규모 및 단가에 대한 정교한 비용조사가 필요함
ㅇ 방법론적 관점에서 IT신기술이 포함된 R&D 분야 기술성, 비용 등 조
사방법 및 매뉴얼 등 마련을 통하여 예타조사의 신뢰성 및 타당성을
제고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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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측면에서 기존 방법론 내에서 기술종속성, 중복·연계성, 성숙
도 등 IT기술에 특화하여 고려할 수 있는 조사방법 연구 및 실효성
을 적극 고려하는 것이 시급함
- 비용적 측면에서 장비비, 상용SW, 개발SW 등에 대한 비용항목별 조
사방법을 정립하는 것이 필요함

나. ICT투자관리 개요
□ ICT투자관리 개념 및 절차
ㅇ 정보화 및 ICT에 대한 투자관리는 사업(또는 프로젝트)에 대한 수명
주기별 선정(select), 통제(Control), 평가(Evalute)의 절차를 체계적으
로 이행하기 위한 체계를 의미함
- 선정 단계는 다수의 후보군 사업들을 체계적인 기준을 토대로 분석
하고 사전에 최적의 프로젝트를 선정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음
- 통제 단계는 선정된 프로젝트가 계획된 대로 진행되도록 관리하는
것인데, 미국 OMB 등 대부분 국가는 프로젝트의 계획된 일정, 비용,
(중간)성과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체계를 의미함
- 평가 단계는 구축된 정보시스템에 대한 상세 분석을 통해 당초 의도
했던 효과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는 활동의 의미함
ㅇ 이러한 단계는 일회성으로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순환과정을 통해
반복되며 각 단계별로 학습된 내용(lessons learned)을 통해 개선점을
찾고 오류를 수정하는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해해야 함
ㅇ ICT분야 투자심의 및 관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학계, 산업계 등 다
양한 외부전문가 풀*을 구성하여 ICT분야 투자관리에 특화된 외부 전
문인력 체계를 기 운영중
* 대규모 ICT사업 개발비·장비비 규모 적정성 조사, B/C분석, 기술성 조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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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의 ICT투자관리 제도
ㅇ 우리나라 정부는 미국의 ICT 투자관리체계와 마찬가지로 계획 수립
단계, 사업수행 단계, 평가 단계별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음
ㅇ 다만, 이러한 체계의 거버넌스 체계가 통합적이고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기 보다는 담당 조직별로 산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한
계를 가지고 있음

다. 정보화부문 대규모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 개요
ㅇ (추진근거)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ㅇ (정의) 대규모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 주관으로 실시하는 사전적인 타당성 검증·평가
ㅇ (목적) 대규모 재정사업의 타당성에 대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통해 재정사업의 신규투자를 우선순위에 입각하여 투명하고 공정하게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에
기여
□ 대상사업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면서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
상인 건설사업, 정보화사업, 국가연구개발사업
- 건설사업은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을 말하며,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예산안편성 세부지침’의 ‘세부사업유형
별 지침’에 따라 정보화예산 및 연구개발사업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
업임.
ㅇ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립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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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비투자 재정부문 사업은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
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
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건설사업, 정보화
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임
ㅇ 예비타당성조사는 국가직접시행사업, 국가대행사업, 지방자치단체보조
사업, 민간투자사업 등 정부 재정지원이 포함되는 모든 사업
□ 면제사업
ㅇ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중등 교육시설의 신·증축 사업, 문화재 복원사업
ㅇ 국가안보에 관계되거나 보안을 요하는 국방 관련 사업
ㅇ 남북교류협력에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조약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
ㅇ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 사업
ㅇ 재해예방·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ㅇ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ㅇ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수혜자에 대한 직접적인 현금·현물급여 지
급 등 단순 소득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ㅇ 출연·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
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ㅇ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
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 선정 및 수행체계
ㅇ (대상사업 선정 원칙)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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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예타조사의 요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타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사에 소요되는 기
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사업 시행 전전년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
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해야 함.
- 다만, 사업추진이 시급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신
규 예정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직권상정)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편성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등과 관
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가 없더
라도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 (선정절차) 기획재정부장관은 대상사업 선정기준에 따라 각 중앙관서
의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사업을 검토한 후 재정사업평가 자문회의를
거쳐 대상사업을 선정함.
ㅇ (수행체계) 예비타당성조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요청에 의해 한국개발
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서 총괄 수행
- 단, 순수 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에서 총괄 수행함

[그림 3-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타조사 운용지침 상 NIA 참여 근거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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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 내용
ㅇ (기초자료 분석) 조사대상 사업의 추진배경, 목적, 경위, 계획된 사업
내용 파악 등 제공된 기초자료를 검토하여 조사의 쟁점을 도출함
ㅇ (경제성 분석) 대상사업의 국민경제적 효과와 투자적합성을 분석하는
핵심적 조사과정으로서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을 기본
적인 방법론을 채택
- 수요추정 : 각종 분석모형과 자료, 직접조사 등에 의해 해당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수요를 추정
- 경제적 타당성 평가 : 계량화된 비용과 편익을 기준으로 B/C 비율,
순현재가치(NPV) 등을 산정
ㅇ (정책적 분석) 경제성 분석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사업수행의 타당성
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평가항목들을 분석함
- 정책의 일관성 및 추진의지 : 사업의 추진의지,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사업의 준비정도, 추가평가 항목 등을 평가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 : 재원조달 가능성, 환경성 평가, 추가평가 항
목 등을 평가
- 사업특수 평가항목 : 해당 사업에 특수한 쟁점으로 사업의 타당성 평
가에 중요하게 고려할 항목 등을 평가
ㅇ (지역균형발전 분석) 경제성분석 구조의 지역 간 불균형 현상을 방지
하고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상위의 국가정책을 평가에 반영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평가함. 다만 정보화사업의 경우, 선택적인 항목으로 운용됨
ㅇ (AHP기법을 활용한 종합평가) 경제성 분석과 정책적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에 참여한 조사팀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다기준분석(Multi-Criteria Analysis) 방법의 일종인 AHP(계층화분석
법 : Analytic Hierarchy Process) 기법을 활용하여 사업시행의 적절
성을 계량화된 수치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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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의 추진 여부, 사업간 투자 우선순위 등을 결정하고, 사업의 최
적 대안과 추진 시기 등에 대한 정책적 제언 제시

[그림 3-2] 정보화부문 예비타당성조사 AHP 계층 구조

라. 연구개발 부문 예비타당성조사 협력방안 및 기대효과
□ 협력 방안
ㅇ (조사참여) IT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비용) 참여·수행 추진
- 특히,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플랫폼, 디지털트윈 등 ICT 신기술이
적용되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비용 및 기술성 조사 참여를
통해 센터 간 협력 강화 및 KISTEP 예타조사 전문성 강화를 도모할
수 있음
- 이러한 대규모 IT R&D사업 예비타당성조사 협업활동 및 참여*를 통
해 센터 간 협력 강화 및 조사 품질제고 도모
* (예) 연구장비 외에 연구개발을 위한 IT관련 인프라(①상용SW, ②서버, 스위
치, 단말기 등 H/W) 장비 비용조사 등

39

❚2021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ㅇ (기반연구) IT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 매뉴얼 등 공동 연구
- ICT분야 경제성(비용·편익), 기술성 등 조사항목의 세분화 및 다양화*
를 통해 타당성조사의 전문성 제고
* (예) IT장비 인프라 비용 적정성 조사방안 연구, IT R&D사업 유형별 비용/
편익 프레임워크 연구, IT R&D분야 기술성 조사항목 개선 연구 등

ㅇ (학술활동) 센터 간 공동세미나, 콜로키움, 워크숍 추진 등을 통해 IT
R&D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방법론 및 이슈에 대한 상호지식 공유
ㅇ (MOU) 기관 간 MOU 체결을 통한 지속적 협업체계 공고화
- 세부적인 업무 협력사항 및 범위, 기밀유지, 비용 등 제반사항에 대
한 업무제휴 양해각서를 통해 협력체계 제도화 도모
□ 기대효과
ㅇ 최근 대규모 R&D사업의 경우,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메타
버스, 플랫폼 등 다양한 ICT신기술이 내포된 대규모 투자사업이 등장
하고 있음
- 특히, SOC+SW, HW+SW 등 다양한 사업들과 ICT기술의 융복합이
가속화됨에 따라 이러한 혼합형 대규모 사업이 향후에도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ㅇ 이러한 추세에 맞춰서 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 수행 시 ICT
기술이 수반된 비용과 편익 분석 시 ICT기술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
을 보유한 기관(NIA ICT투자성과센터)과의 협업을 적극 추진될 필요
가 있음
ㅇ 이러한 정책방안 마련과 추진을 통해 연구개발 분야에 대한 비용과
편익 조사의 신뢰성, 전문성, 타당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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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32회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1. R&D 사업의 사회적가치 평가방안 연구
가. 서론
□ 과거 의사결정은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면 최근 지속가능한 발전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하에서 시장의 의사결정 중심이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로 옮겨가고
있는 추세임 (한국행정학회, 2017; 한국정보화진흥원, 2017)
ㅇ 전 세계적으로 CSR(사회적 책임,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V(공유가치 창출, Creating shared value), SRI(사회책임투자,
Socially responsible investment), ESG(환경 사회 기업 지배구조,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 Public Value(공공
가치), Social Value(사회적 가치) 등 다양한 개념을 기반으로 지속가
능한 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음
ㅇ 이 중 대표적인 개념인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개념은 해당 용어가 가
지는 모호성으로 인해 분야별 구체적인 반영 및 이행 과정에서 어려
움 발생
□ 특히,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Research and Development, R&D)사업
은 불확실성(uncertainty) 및 가치사슬(value chain) 등을 고려한 특수성
으로 인해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 및 정량화 연구가 미미한 실정임
ㅇ R&D 사업의 가치사슬을 고려하면 타 분야에 비해 최종 end-user가
직접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적거나 희석될 가능성이 매우 큰 특징을
가짐
ㅇ 이로 인해 R&D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도출 시 기존 KISTEP(2019)
예비타당성조사 세부지침에서 제시한 직접적인 가치/경제성만을 고
려하는 기존 기준과의 괴리가 발생할 가능성이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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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타당성조사 비용-편익 분석 시 과학기술지식(논문, 특허 등), 지
역개발효과 등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미반영을 원칙으로 하고 있음
- 반면, 재난재해사고 감소(안전 이슈), 질병피해 감소 및 환경비용 감
소(환경 이슈) 등은 비용감소로 인한 편익으로 반영 가능함
□ 따라서, R&D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정량화를 위한 방법론 검토와
사회적 가치 원단위 DB를 구축하는 등 R&D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반영을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ㅇ 선행 수행된 KEI(2015)에서 수행한 환경가치 중장기 연구 수요조사와
KEI(2016, 2017, 2018, 2019, 2020)에서 수행한 환경·경제 통합 분석을
위한 환경가치 종합연구를 참고하여 R&D 사업의 사회적 가치 원단
위 DB 구축 및 정량화 로드맵 구성이 필요함
ㅇ R&D 사업 사회적 가치 원단위 DB 구축과 더불어 R&D 사업 분야별
정량화 분석 방법론에 대한 검토 및 방안 제시가 필요함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 개념과 정량화 방법론을 검토하고, R&D
분야별 사회적 가치 정량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함

[그림 3-3] R&D 사업분야의 사회적 가치 측정방안 연구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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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회적 가치/편익/비용 개념 검토
- SDGs 하에서 국내·외 문헌에서 제시된 사회적 가치 유사 개념에 대
해서 검토하고, R&D 사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개념 및 적용 범위
도출
ㅇ R&D 사회적 가치에 대한 정량적 연구 방법론 및 주요 결과 검토
- R&D 분야 사회적 가치를 유형화하고, 유형별 정량화 분석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함으로써 향후 R&D 분야별 사회적 가치 정량화에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
- 기존 R&D 사회적 가치 유형별 주요 원단위 가치 DB를 구축함으로
써 현재 연구 수준에서는 정량화 가능한 R&D 분야를 제시
ㅇ R&D 분야 대표 사회적 가치 정량화 방안 마련
- 정량화 가능한 R&D 분야에서 기존 원단위 가치 정보를 바탕으로 사
회적 가치 도출하는 방안 제시
-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전조사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대상 R&D 사업에
따라 사전 혹은 사후 분석방법을 구분하여 정량화 방법론 도출

나. 사회적 가치 개념 및 분석 방법론 검토
(1) 사회적 가치 개념
□ 사회적 가치 개념과 사회적 가치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음
ㅇ 사회적 가치는 현재 다양한 기관, 연구에서 다양한 정의를 내리고 있
지만 공동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 및 효과라는 의미를 내포
ㅇ 사회적 가치 기본법(안), 정부혁신 종합 추진 계획 등에 따르면, 사회
적 가치의 세부 요소는 건강⋅복지, 공동체복원, 노동권, 상생협력, 안
전, 인권, 일자리, 지역경제, 참여, 책임⋅윤리, 취약계층 지원, 환경
등 총 12가지로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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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 분야에 적용가능한 사회적 가치 지표 연구로는 최이중(2020), 임
성은 외. (201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SK Telecom 지속가능성
경영고보고서 등이 있음
ㅇ 특히, 최이중 (2020)에서는 R&D 분야의 사회적 가치를 R&D 사업의
가치 측정 및 구조화를 통해 12가지 사회적 가치 항목을 R&D 논리
구조 단계에 사용가치와 비사용가치 측면에서 매칭하여 제시
ㅇ SK Telecom 지속가능성 경영보고서에서는 DBL 측정방법론을 적용하
여 기업의 경영활동의 경제·사회적 가치를 측정
□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가치의 세부요소의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들은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SK 그룹에서 현재 그룹 내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
하는 지표인 '경제간접 기여성과'의 항목 중 고용을, 그리고 '비즈니스
사회성과'에서 환경(공정), 환경(제품/서비스)‘ 개념을 분석에 활용함
(2) 사회적 가치 정량화 분석 방법론
□ 사회적 가치 정량화 분석 방법론으로는 사회적 투자 수익률(SROI,
Social return of investment), IRIS Matrics, 사회경제성 분석(SEA,
Social Economic Analysis), 규제영향분석 등이 있음
ㅇ SROI는 목표로 하는 사회적 성과가 어떤 투입과 활동을 통해 창출되
는지를 정교하게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중요 정보를 채택한 뒤 ’비용
-편익 분석‘의 관점에서 각 결과값의 총합을 구하는 프로세스로 사회
적 성과를 측정함
ㅇ IRIS Matrics는 사회혁신 벤처들의 경영활동이나 투자 포트폴리오 성
과를 지표화하여 사회적 가치를 기술하고 커뮤니케이션하는 기본 템
플릿임
ㅇ SEA는 EU REACH 법령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사회경제성
duddgid 분석을 수행하는 분석 틀로 인체적 영향, 환경적 영향, 경제
적 영향, 사회적 영향, 거시적 영향으로 분류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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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규제영향분석은 규제로 인하여 국민의 일상생활과 사회·경제·행정 등
에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을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분석하여
규제의 타당성을 판단함
□ 기존 사회적 가치 분석 방법론은 지수화를 통한 R&D 세부분야별 비교
가능성과 화폐화 측면에서 한계점이 존재

[그림 3-4] 기존 사회적 가치 분석 방법론 한계점 및 개선방향

다. R&D 분야별 사회적 가치 정량화 방안
(1) R&D 사업 사회적 가치 평가를 위한 R&D 사업의 분류기준 확립
□ R&D 분류기준은 제2차 정부 R&D 중장기 투자전략의 R&D 사업 에
서 사용되고 있는 기술분류를 사용
ㅇ 국방 분야의 경우는 보안상 공개된 연구의 수가 매우 적어 본 연구의
R&D 분류기준에는 제외하여 분석을 진행
□ 세부 분류의 경우는 대분류, 중분류, 세부분류로 모두 구분할 경우 분
석 항목의 양이 급격히 증가하여 중분류 기준에 대해서 사회적 가치를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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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중분류에 대한 지수를 산출할 때, 해당 중분류로 구분되는 2개 이상
의 프로젝트나 사업 사례를 통해 대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 결
과 도출
(2) R&D 사업의 사회적 가치 유형별 주요 원단위 가치 DB 구축
□ 본 연구에서 R&D 사업의 사회적 가치는 경제적 가치 지수(총 편익/총
비용) 대비 사회적 가치의 원단위를 지수화하여 도출하고자 함
□ 먼저, R&D 분야별 경제적 가치 DB를 구축하기 위해 ’예타로
(https://www.ntis.go.kr/rndyeta/)‘에 업로드 된 보고서를 구조화하여
정리
ㅇ 데이터 수집기간은 최근 3개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된 예비타
당성 보고서의 결과를 수집 및 정리
□ 사회적 가치 DB는 CSES(Center for social value enhancement studies)
기관과 한국표준협회, 그리고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구축
ㅇ CSES는 SK그룹이 설립한 비영리단체로, 경제적 가치를 중심으로 움
직이는 주류시장에 사회적 가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회적 기업이
창출한 사회 성과를 금전적으로 보상해주는 사회성과 인센티브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를 DB화하고 있음
- 2015년 44개 기업으로 시작하여 2020년 222개의 기업에 대한 DB가
구축되어 있음
- 222개 기업 중 사회적 가치에 대한 결측치와 매출액 대비 사회적 가
치의 상·하위 5%를 제거하여 표준화를 진행하였고, 최종 사용된 데
이터는 총 167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활용
ㅇ 한국표준협회는 대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매년 제
출하고 있고, 해당 보고서에는 이산화탄소 감축량, 폐기물 감축량, 고
용성과 등을 화폐화 가능한 정보들이 제시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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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3년간 보고서 자료를 DB화하고 결측치 및 사회적 가치 상·하위
5%를 제거하여 표준화를 진행
- 최종 사용된 데이터는 총 118개 기업에 대한 자료를 활용
ㅇ 기존 연구 중에서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하여 측정한 연구들의 데이터
들을 수집하여 DB 구축
대분류

기초,기반

기계,제조

소재,나노

ICT,SW

생명,보건의료

중분류

경제적 가치 지수

사회적 가치 지수

기초,기반

0.5311

0.1306

중소기업

0.1847

0.1504

인력양성

0.1479

0.1946

지역 R&D

0.2528

0.0094

기술사업화

0.3881

0.1685

조선,플랜트

0.6670

0.0000

자동차

0.6023

0.0008

제조기반기술

0.6125

0.1913

로봇

0.6435

0.1913

금속

0.0000

0.0046

세라믹,탄소나노소재

0.3382

0.0046

유기,바이오소재

0.0000

0.0046

반도체, 디스플레이

0.9012

0.0040

통신,방송 및 네트워크

0.5119

0.2450

빅데이터,인공지능

0.4197

0.1839

컴퓨팅,소프트웨어

0.7816

0.0019

정보보안

0.0000

0.1839

콘텐츠

0.0000

0.2725

신약

0.6367

0.0065

의료기기

0.5810

0.3032

차세대바이오

0.2967

0.3032

뇌과학,뇌질환

0.5304

0.3032

임상,보건

0.4610

0.3188

대분류 평균 경제적 가치지수

대분류 평균 사회적 가치지수

0.3009

0.1307

0.6313

0.0959

0.1127

0.0046

0.4357

0.1485

0.5012

0.2470

[그림 3-5] R&D 분야별 사회적 가치 원단위 DB(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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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R&D 분야별 경제적 가치지수 및 사회적 가치지수 비교(예시)

47

❚2021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3) 사회적 가치 분석 틀 활용 절차
□ 본 연구에서 구축된 사회적 가치 원단위 DB를 활용하여 사회적 가치
정량화 방법을 적용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기존 예비타당성 방식으로 진행하여 경제적 가치지수를 먼저 도출
ㅇ 본 연구에서 구축된 사회적 가치 원단위 DB를 활용하여 해당 분야의
사회적 가치지수를 반영한 최종 가치지수를 산출
ㅇ 도출된 최종 가치지수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에 활용

[그림 3-7] 사회적 가치 분석틀 활용 절차(예시)

라. 결론 및 제언
□ 전 세계적으로 Public Value(공공가치), Social Value(사회적 가치),
Shared Value(공유 가치) 등 다양한 개념을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발
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 정부는 국정의 핵심가치로 사회적 가치(Social Value)를 제시
□ 하지만 사회적 가치는 정량화하여 측정하고, 분야별 특수성을 반영하여
비교하기 어려운 한계점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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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ROI, SEA, 규제영향분석은 평가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이 크고, IRIS
matrics는 화폐화되어 있지 않아 지표들 간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움
ㅇ 기존 비용-편익/효과 분석은 한번에 한 분야의 프로그램/사업에 대한
분석만 가능하다는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 사회적 가치를 분석하는 방법론들의 한계
점을 보완하여 사회적 가치 분석 틀을 제시하였으며, 개별 사업이나
프로젝트가 아닌 분류체계에 대해 경제적 가치지수와 사회적 가치지수
를 산출하여 범용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음
ㅇ R&D 분류별 경제적 가치지수와 사회적 가치지수 DB를 구축
ㅇ 경제적 가치지수는 예타로의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통해 DB화하
였고, 사회적 가치지수는 CSES, 한국표준협회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기존 연구들을 통해 DB화 하였음
□ 본 연구의 R&D 분야별 사회적 가치 DB 구축을 통한 효과로는 사업에
대한 평가의 용이성이 높아지고, 다양한 사업 분야의 사회적 가치 고
려가 가능해짐
ㅇ 현재의 R&D 사업의 경우 경제성만을 평가하지만, 사회적 가치를 고
려한 최종 가치 지수를 고려하여 예비타당성 조사를 진행할 수 있음
ㅇ 본 연구의 DB를 통해 사회적 가칭의 크기를 직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어 R&D 예비타당성 조사 평가기간(6개월) 내에 적용가능함
□ 다만, 본 연구에서 구축된 DB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에 대한 DB를 업데이트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음
ㅇ 다양한 분류로 나누어 지수화를 하였기 때문에 일부 R&D 분류 분야
에서는 데이터가 많지 않아 지속적인 사회적 가치를 화폐화한 데이터
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ㅇ 고용, 이산화탄소 감축량 및 폐기물량 감축 등의 직접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추가적인 사회적 가치 효과도 측정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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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제33회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1. 체계형태 사업의 비용 타당성 분석 방안 연구
가. 서론
□ 연구배경
ㅇ 최근 R&D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으로 체계종합 성격 다수의 사업이
진행
- 한국형발사체 뿐만아니라 국방부가 포함된 대규모 다부처 사업인 한
국형위성항법시스템, 초소형 위성체계개발사업 등
ㅇ 예비타당성조사를 비용추정 방법은 이론적으로 여러 방법이 있으나, 사
업 특성 및 체계형태에 따른 구체적인 분석방법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체계 형태별 특성을 고려한 비용 타당성 분석방법의 구체적화 필요
- 예비타당성조사에서 비용분석은 중요한 분야이나 실무수준에서 적용
가능한 체계형태별 타당성 분석을 위한 기반은 부족
□ 연구목적
ㅇ R&D 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시 비용 타당성 분석 수행을 위한 체계유
형별 실무수준의 분석방안 마련
□ 연구범위
ㅇ R&D 예비타당성조사 환경에 대응을 위한 비용분석 방안 정립
ㅇ 비용분석 실무에 직접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석 가이드 작성
- 비용분석 실무자가 비용분석간 적용 가능한 비용분석 절차 및 단계
별 세부내용(자료수집-분석-결과 도출 등)
- 체계형태별 특성을 반영한 비용추정 방법론 및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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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체계사업의 비용분석 개념
□ 사업타당성조사 체계사업 유형
ㅇ 하드웨어(지상, 해상, 항공·우주), 소프트웨어(SW), 시설사업으로 분류

[그림 3-8] 사업타당성조사 체계사업 유형

□ 비용분석(추정) 정의
ㅇ 제품의 생산 및 운용시 투입되는 자본, 시간, 노동 등의 비용요소(재
료비, 노무비, 일반관리비 등)로 분류 후 사업 성격의 기준에 의거 과
학적 분석방법을 적용해서 비용을 산정 및 추정하는 활동(ADD, 비용
분석 실무참고서)
ㅇ 개별 비용요소에 대해 분석 평가하는 과정(KIDA, 비용분석의 이론과
실체)
□ 비용분석 개념
ㅇ 비용분석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
ㅇ 현실적인 비용 예측을 개발하기 위한 術과 科學의 혼합
ㅇ 발생한 비용을 배분·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추
정하는 것
ㅇ 대안을 비교 평가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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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실제 분석을 위한 방법론 연구도 포함됨
* 비용분석은 미래에 발생할 비용을 적확히 맞추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
하는 범위와 그에 대한 확률을 추정하기 위한 것임
* 가격분석 : 개별 비용요소(Cost Element)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제안
된 가격의 적정성, 합리성을 총괄적인 수준에서 검증 및 평가하는 과정임

□ 비용분석 방법
ㅇ 일반적인 비용분석 방법은 유사추정(analogy), 공학적 추정(engineering build-up), 모수추정(parametric), 실자료로 부터 추정 등이 있음
<표 3-2> 비용분석 방법
구분
유사추정
기법
모수추정
기법
(전산모델)

공학적
추정

장점
∙사업의 구체화 이전에 적용 가능
∙신속하게 수행 가능
∙객관적인 과거자료에 근거하여
쉽게 이해 가능
∙모든 단계에서 적용 가능
∙대안 검증시 적용가능
∙불확실성에 대한 오차 제공
∙이력 데이더 제공 가능
∙비용추정에 포함된 모든 자료 문
서화 가능
∙특정 업체를 기준으로 분석 가능
∙중복 및 누락 여부 확인 가능

단점
∙단일 데이터에 의존
∙데이터에 대한 조정 필요
∙기술적 매개변수에 대한 주관적
판단 적절한 추정 제한
∙모든 자료 정규화 필요
∙출처 없는 데이터 사용제한
∙불확실성 증가 및 잘못된 결과
발생 가능
∙비용 및 장기간 필요
∙유연성 떨어지고 대안에 대한 설
명 제한
∙제품 및 공정에 대한 견적 반영
필요
∙작은 오차가 큰 오차를 발생할
수 있음

ㅇ 분석방법 선택
- 가용한 자료나 정보는 어떤 수준인가에 따라 적절한 비용분석 방법
을 적용해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분석자의 선택이나 분석방법의 선
택은 매우 중요함
* 일반적으로 사업계획단계에서 유사추정 방법을 적용하고 개발 초기단계에
서 모수추정, 양산단계에는 공학적 추정기법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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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분석 방법의 선택
ㅇ 분석방법 적용
<표 3-3> 분석방법의 적용 방법
구분
유사추정
기법
모수추정
기법
(전산모델)
공학적
추정

상황

목적
∙사업계획수립
∙댕나비교

가용자료 및 정보
∙비교대상 사업 비용
자료 가용

∙총수명주기 적용
∙사업초기단계

∙사업계획 구체화
∙대안비교

∙실체나 형상 구체화
∙원가자료 획득 제한

∙초도생산 이후
∙과거 유사한 개발
경험이 있는 경우

∙예산편성
∙실비용 추정

∙원가요소별 비용
자료 가용

∙사업 계획 단계

※ 2가지 이상의 방법을 적용하여 적적성/타당성 판단

□ 비용분석 절차
ㅇ 비용 추정치에 도달하는 최선의 절차를 일괄적으로 정의하는 것은 제한
ㅇ 비용분석절차(국내외 관련규정 및 문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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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비용분석 절차
□ 관련 법규 및 적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예정가격작성기준
- 소프트웨어사업대가 산정 가이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등
* 방위사업법 제46조의 방산물자와 무기체계의 운용에 필수적인 수리부속품을
조달하거나, 국방연구개발사업의 비용추정은 방산원가대상물자의 원가계산에
관한 규칙을 적용

[그림 3-11] 관련 법규 및 적용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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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용분석 방법론
(1) 공학적 분석
□ 개요
ㅇ 공학적 분석은 작업분할구조(WBS)의 모든 활동비용을 분석하여 이를
합산하여 전체비용을 산출하는 방법
ㅇ WBS별로 원가비목을 추정함으로서 수행되며, 원가비목은 재료비, 노
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분
ㅇ 가장 구체적인 비용분석 방법이지만 작업공정이 확정된 이후에 활용
가능하며 과거의 유사 생산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
- 원가비목별 비용은 예정가격 및 원가계산 지침에 따라 계산
□ 공학적분석 절차
ㅇ 사업 범위에 따라 WBS 작성-자원추정(Work Packages)

[그림 3-12] 공학적분석 절차
출처 : NASA, NASA Cost Estimating Handbook Version 4.0, 2015

ㅇ WBS (Work Breakdown Structures)
- WBS는 요구하는 최종산출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산출물을 계층적으
로 정의한 것
- 달성하고자 하는 기술적 목표를 제공하고, 비용 및 일정 설정을 위한
논리적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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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가 비목별 비용추정
ㅇ 원가 비목은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일반관리비 및 이윤으로 구성
□ 재료비
ㅇ 직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는 물품의 가치
ㅇ 간접재료비 : 계약목적물의 실체를 형성하지는 않으나 제조에 보조적
으로 소비되는 물품의 가치(일반적으로 비율로 산출)
□ 노무비
ㅇ 직접노무비
- 제조공정별로 작업인원, 작업시간, 제조수량을 기준으로 계약목적물
의 제조에 소요되는 노무량을 산정하고 노무비 단가를 곱하여 계산
ㅇ 간접노무비 : 직접노무비에 대하여 간접노무비율을 곱하여 계산
□ 경비
ㅇ 직접경비
- 제품의 제조를 위하여 소비된 제조원가중 재료비, 노무비를 제외한
원가
ㅇ 간접경비
- 일반물자 : 비목별 배부율 산정
- 방산물자 : 노무비에 간접경비율을 곱하여 계산
□ 일반관리비
ㅇ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당해 일반관리비율을 곱하여 계산
한 금액을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음
ㅇ 업종별 적용 : 5%(여행/숙박/보험) ~ 14%(식음료품/종이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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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
ㅇ 해당하는 이율을 초과하지 못함
- 공사 : 100분의 15
- 제조ㆍ구매 : 100분의 25
- 수입물품의 구매 : 100분의 10
- 용역 : 100분의 10
(2) 모수추정(전산모델)
□ 개요
ㅇ 어떤 시스템의 비용을 추정하고자 할 때 과거 경험자료를 기초로 구
축된 비용추정관계식(CER)을 사용해서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
ㅇ 상용화된 비용분석 모델은 오랫동안 축적된 실적자료를 통하여 만들
어진 많은 비용추정관계식(CER)으로 구성
ㅇ 현재 널리 쓰고 있는 PRICE 모델, SEER 모델, TruePlanning
* 주로 해외업체에서 개발한 모델로 사용된 원천자료(raw data)를 전혀 알 수
없는 단점이 있음.
* PRICE 모델 : 1960년대 RCA Aerospace사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1975년부터
상용 프로그램으로 개량되어 현재 350여 개의 생산업체 및 정부기관에서 활용

[그림 3-13] PRICE 분석방법 및 분석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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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체계유형별 비용추정
(1) SW 비용분석
□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표 3-4> 수명주기 단계별 대가산정 방법
SW사업 수명주기

SW사업 기획단계

SW사업 구현단계

대가산정 유형
정보화전략계획
(ISP) 수립
ISP/BPR 수립
EA/ITA 수립
ISMP 수립
정보보안 컨설팅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산정 방법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컨설팅업무량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투입공수에 의한 방식
기능점수 방식에 의한 방법

□ 기능점수(FP; Function Point) 산정방법
ㅇ 사용자 관점에서의 사용자가 요구하고 사용자에게 인도되는 기능을
정량적으로 산정하는 소프트웨어 규모 측정방법
(2) 시설공사 비용분석
□ 개요
ㅇ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 시설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조달청)
- 실적공사비 및 표준품셈 관리규정(국토교통부)
❍ 표준품셈
- 토목, 건축공사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전기공사 : 지식경제부(한국전기공사협회)
- 기계공사 : 국토해양부(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정보통신공사 :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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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공사비 산정방식
ㅇ 표준품셈을 기초로 원가계산방식을 적용
ㅇ ’04년부터 표준시장단가(실적공사비가격)와 병행 시행
<표 3-5> 시설공사비 산정방식 비교
구분

원가계산방식

단가산출 방법

품셈을 기초로 원가 계산

직접공사비
간접공사비
(제경비)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 분리

표준시장단가
계약단가를 기초로 축적한 공
종별 실적 단가에 의해 계산
재료비·노무비·경비 단가 통합

비목(노무비 등)별 기준

직접공사비 기준

예시

(3) 분석결과 평가
□ 분석결과의 적정성 확인(사업계획 vs 분석결과 해석)
ㅇ 사업계획의 차이 분석
- 사업기간, 사업범위, 생산수량 등
ㅇ 분석방법
- 공학적분석, 모수추정, 유사추정
ㅇ 기준 및 가정의 적성성
- 비용기준 : 경상가, 불변가
- 가정 : 물가상승률, 임금상승률,
- 적용업체 : 기업규모(대기업, 중소기업 등(특히 노임단가 등))
- 사업방법 : 하도급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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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국내외 비용분석 동향
(1) 미국의 비용분석
□ 정부(GAO)
ㅇ 정부 및 산업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비용추정 및 분석방
법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최신상태를
유지 하고 있음
- 분석절차, 비용분석방법 등 상세히 정의
* GAO, COST ESTIMATING AND ASSESSMENT GUIDE, 2020.

□ NASA 및 기타
ㅇ GAO 가이드를 기준으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가이드 작성 및 활용
- NASA : Cost Estimating Handbook
- DOD : COST ANALYSIS GUIDANCE AND PROCEDURES 등
(2) 국내 비용분석 제도 및 동향
□ 비용분석 방법
ㅇ 정부
- KDI, 예비타당성 조사 일반지침(비용분석(추정) 개념 및 절차)
ㅇ 방산분야
- 방사청, 년도별 비용분석서 작성지침, 비용분석 업무 매뉴얼(2012년)
- KIDA, 국방획득사업타당성조사 일반지침서, 비용분석 이론과 실체
□ 제도 및 동향(방산분야)
ㅇ 자율형 新 방산원가구조 : 성실성 추정 원칙 제도
ㅇ 표준원가 개념 적용 : 방산노임단가 및 기준노무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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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방향
ㅇ 예정작성 작성 기준은 정의되어 있으나, 정부차원의 비용분석 방법에
대한 구체화된 가이드는 없음 → 정부차원의 기준이 되는 가이드 제
공필요
ㅇ 대부분 비용분석 이론을 적용하여 비용분석(추정) → 기준마련 필요

바. 결론 및 시사점
□ 결론
ㅇ R&D 예비타당성조사 수생시 비용타당성 조사분석 수행시 적용 가능
한 비용분석 절차 및 방법론을 제시
- 국내외 비용분석 이론 및 관련연구 종합분석
ㅇ 특히, 체계형태별 사례분석을 통한 실무수준에서 활용 가능한 가이드
작성
□ 시사점
ㅇ 합리적이고 타당성 있는 정부 차원의 비용분석 가이드 마련 필요
- 실무차원에서 적용 가능한 세부적인 비용분석 가이드 연구 및 발전
ㅇ 합리성과 타당성 확보를 위한 정부 차원의 기준설정 필요
- 환율, 물가 및 임금 상승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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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전문가세미나

제 1 절 도심항공모빌리티와 전기추진 수직이착륙(eVTOL) 항공기 인증
1. 21세기 신흥 항공산업, 도심항공모빌리티
□ 21세기 들어오며,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며 국제적 기후변화 대응 강화,
도시화 가속으로 육상 교통 체증, 친환경 전기 모빌리티 기술을 이용
한 전기자동차 상용화 성공을 기반으로, 도시 내, 도시 간 항공교통 서
비스를 제공해주는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이 태동하고 있음
ㅇ 도심항공모빌리티는 전기추진 수직이착륙 항공기(eVTOL4))를 이용해,
도시에 입체적인 점대점(point to point) 항공교통을 제공해주는 신개
념 교통 모드로서, 육·해·공 MaaS5)의 하나로 기대받고 있음
- 운항 서비스 거리 기준으로, 도심항공모빌리티는 ① 55km 이내 단거
리 시내(intracity) 운항, ② 95km 이내 도시 간(intercity) 운항, ③
300km 이내 지역항공모빌리티(RAM)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전망됨
□ 도심항공모빌리티는 대형상용기(LCA6))가 수행 중인 도시 간, 국가 간
상용항공운송(CAT7))이란 매크로 항공교통체계를 소형급(승객석 1~9개)
eVTOL을 이용해 마이크로 항공교통체계로 도시에 이식하는 과정임
ㅇ 도심항공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현재의 상용항공운송 생태계를 구성
하는 산업적 기본요소 외에도, 인구·시설 밀집도가 높은 도시의 저고
도 상공에서 빈번한 운항을 안전하게 구현하기 위해 추가적인 요소가
요구됨

4)
5)
6)
7)

electric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Mobility as a Service
Large Commercial Aircraft
Commercial Air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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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 생태계는 ① eVTOL, ② MRO8), ③ 비행운
용, ④ 도심항공교통관리(UATM9)), ⑤ 버티포트(vertiport) 등의 지상
인프라, ⑥ 승객 인터페이스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가 유기적으로
요구됨
□ eVTOL은 헬리콥터와 비교해 여러 특장점이 있으며, 이런 이유로 헬리
콥터로는 상시 운항이 사실상 어려웠던 도심항공 교통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그밖에 임무에서도 헬리콥터를 점차 대체할 것으로 기대됨
ㅇ 완전-전기추진 eVTOL 운항 소음은 헬리콥터보다 100배 이상 정숙하
고, 항공운임도 5~8배 낮게 제시되며, 분산전기추진(DEP10)) 기술 채
택으로 싱글 로터인 헬리콥터보다 설계여유(design redundancy)가 높
고, 운항 중 온실가스 배출이 전혀 없는 장점은 도시 저고도 운항에
적합함

2. 도심항공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감항성 인증이란 도전
□ eVTOL은 헬리콥터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전통적인 항공기와
는 매우 다른 신기하고 새로운(novel & new) 형상과 기술을 채택하고
있으며, 이런 점 때문에 도심항공모빌리티는 전통적 항공 기술에 ICT,
4차 산업혁명기술, 자동차 기술 등이 복합된 크로스오버 산업의 성질
을 가짐
ㅇ 도심항공모빌리티 구현을 위한 도전 중, 핵심 도전 과제로는 ①
eVTOL 감항성 인증(Airworthiness Certification), ② 대량양산, ③ 도
심 저고도에서의 전천후 다빈도 운항이 꼽히고 있음
- 전통적 항공기보다 ‘신기하고 새로운’ eVTOL에 대한 감항표준은 최
근 몇 년 사이에 미국과 유럽연합 감항당국이 개발 중이지만, 서로
다른 접근법을 보여주고 있음

8) Maintenance, Repair and Overhaul
9) Urban Air Traffic Management
10) Distributed Electric Propul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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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VTOL 제작사별로 높은 시장 수요를 맞추기 위해 최고급 세단처럼
연간 수천 대 양산을 추구하지만, 전통적인 항공 부품 가공 및 기체
조립 방식으로는 달성하기 어려우므로, 완성차 기업과 생산기술 파
트너십을 맺거나, 완성차 기업 자체가 eVTOL 개발에 참여 중임
- 현재의 항공교통관리(ATM)는 도시 저고도 공역 항공교통에 적합하
지 않으므로, 도심항공모빌리티에 특화된 통신·항법·감시(CNS11)) 및
도심항공교통관리(UATM) 체게가 요구되며, eVTOL 수직이착륙장이
자 터미널인 버티포트 구축과도 매우 밀접한 투자적·기술적 상관성
을 가짐
□ 위 핵심 도전 과제 3개를 시계열로 보면, eVTOL 감항성 인증은 가장
먼저 도래하는 도전이며, 이 도전을 뛰어넘지 못하면, 나머지 2개의 도
전 과제는 실행할 근거조차 없을 정도로 중요하지만, 주요국 감항당국
의 eVTOL 감항표준 수립과 적용 방식은 차이가 있음
ㅇ eVTOL 감항표준 수립 진도가 가장 빠른 곳은 유럽연합항공안전청
(EASA12))인데, EASA는 기존 감항표준으로는 eVTOL처럼 신기하거나
색다른(novel or unusual) 설계 특징을 다룰 수 없다고 판단해, 2019
년에 1-9인석급 수직이착륙기(VTOL13)) 감항표준을 특별조건14)으로
제정하고, 후속적으로 적합성입증방법(MOC15))을 제정 중임
- 유럽연합(EU) 회원국에 속한 eVTOL 개발사들은 EASA VTOL 감항
표준 특별조건에 따라, eVTOL을 개발하고 인증 심사를 받아야 함
ㅇ 반면, 미국 연방항공청(FAA16))은 형식증명(TC17))을 신청한 eVTOL마
다 기존 감항표준에 없거나 부족한 감항성 인증 기준을 추가로 정해
주는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
11)
12)
13)
14)
15)

Communication, Navigation, and Surveillance
European Union Aviation Safety Agency
Vertical Take-off and Landing
SC-VTOL-01, Issue 1, 2019년 7월 2일, Special Condition for small-category VTOL aircraft
MOC SC-VTOL, Issue 2, 2021년 5월 12일, Means of Compliance with the Special Condition
VTOL 및 MOC-2 SC-VTOL, Issue 1(proposed), 2021년 6월 23일, Second Publication of
Proposed Means of Compliance with the Special Condition VTOL
16) Federal Aviation Administration
17) Type Certif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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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를 들어, 미국의 조비 애비에이션18)의 eVTOL인 S-4 기종은 소형
급 고정익기 감항표준인 14 CFR Part 23을 기준으로 삼고 추가 기
준을 정해, 2020년 12월에 FAA와 인증기준서 합의 단계인 G-1을 지
나고, 2021년 2월 현재 MOC 수립 단계인 G-2를 지나고 있다고 공개
했음
ㅇ FAA와 EASA가 서로 다른 eVTOL 감항성 인증기준 수립과 적용 방
식을 채택하고 있지만, 기존의 소형급 고정익기와 소형급 회전익기
감항표준은 서로 하모나이즈 되어 있다는 역사적 사실을 깊게 고려해
야함
- FAA의 Part 23, Part 27은 각각 EASA의 CS-23, CS-27과 하모나이즈
되어 있어 그 내용이 서로 일치하여, 미국과 유럽연합의 소형급 고
정익기/회전익기 제작사들의 개발비 절감과 시장성을 높여 줌
- 이런 사례를 반추하면 소형급 VTOL 감항표준도, 미국과 유럽연합의
소형급 항공기 감항표준 하모나이즈 사례를 따라, 도심항공모빌리티
산업이 성숙기에 이르면 양 권역이 하모나이즈 될 가능성이 큼
□ 감항당국은 “원설계 승인19)”인 형식증명 대상을 항공기뿐만 아니라,
엔진과 프로펠러 등까지 적용하므로, 전기 엔진20)도 형식증명 대상이
므로, eVTOL 감항성 인증을 위해서는 VTOL 감항표준과 전기 엔진
감항표준이 모두 수립되어야 함
ㅇ EASA는 2021년에 VTOL용 완전-전기추진 또는 하이브리드-전기추진
시스템에 대한 감항표준을 특별조건21)으로 제정했음. 반면, FAA는
형식증명을 신청한 전기 엔진별로 해당 엔진에 특화된 인증기준을 특
별조건을 제정해 적용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22)
18) Joby Aviation은 2009년 설립된 eVTOL 스타트업으로, 현재 전 세계 eVTOL 기업 중 가장 높
은 기술 수준을 채택한 4인석급(승객) 틸트-프롭 형식의 S-4 eVTOL을 개발 중이며, 2023년 말
형식증명을 받아 2024년부터 미국 L.A., 댈러스, 호주 멜버른에서 상용 운항을 시작하겠다는
목표임.
19) Original Design Approval은 신규 개발된 항공기의 고유한 독특한 설계(unique design)에 대한
형식증명(Type Certificate)으로 승인/발급을 해주어, 해당 항공기의 설계를 확정해주는 제도임.
20) 항공기의 추력 또는(그리고) 양력을 생성하는 전기추진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를 감항
당국은 “전기 엔진(Electric Engine)”이라고 칭해서, 그밖에 세부계통에서 사용하는 전기 모터와
는 구별함.
21) SC E-19 Issue 1, 2021년 4월 7일, Special Condition: Electric/Hybrid Propuls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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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ASA의 소형급 VTOL 감항표준
□ 전술한 대로, EASA는 전 세계 최초로 소형급인 1-9인석급(승객) VTOL
에 적용하는 소형급 VTOL 감항표준을 특별조건으로 2019년 제정했음
ㅇ EASA는 개발 중인 130여 개의 eVTOL을 검토하고, 기존의 CS-23과
CS-27로는 eVTOL처럼 새로운 항공기를 다룰 수 없다고 결정함
- 특히, CS-23과 CS-27은 각각 소형급 고정익기와 회전익기를 위한 감
항표준이므로, 안전도 목표와 운용 측면에 상당한 차이점이 있는 점
을 주목하여, CS-23 개정 5판에 기반해 CS-27과 신규 항목을 도출했
고, CS-27과 CS-23 레벨 1~3 승객석 수와 최대인증이륙질량
(MCTOM23))을 한계로 삼아, 9인석(승객) 이하와 MCTOM 7,000
lbs(3,175 kg)이하를 소형급 VTOL 감항표준 특별조건의 적용범위로
정함
ㅇ EASA는 소형급 VTOL 인증 범주를 이원화해서 안전도 목표를 차등
적으로 적용하는데, 유상승객을 운송하거나 도시와 같은 밀집지역 상
공에서 운용되는 VTOL은 “향상 범주(Category Enhanced)”로, 그 외
에는 “기본 범주(Category Basic)”으로 구분해 감항표준을 차등 적용
토록 함
- 밀집지역에서 다빈도로 상용운항하는 향상 범주 VTOL은 고장이 발
생해도 애초에 의도한 목적지 또는 적합한 대체 버티포트까지 지속
적인 안전한 비행과 착륙을 해야만 함
- 그 외 기본 범주 VTOL은 고장이 발생해도 통제된 비상 착륙이
가능해야 하며, 예를 들면, 통제된 활공 또는 오토로테이션이 있
지만, 조향 되지 않는 낙하산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규정함

22) eVTOL 전기 엔진은 아니지만, eCTOL(electric Conventional Take-off and Landing) 전기 엔진
개발사인 매그니엑스(magniX)의 전기 엔진 2종에 대해, FAA는 형식증명 심사에 필요한 감항
표준을 담은 특별조건안을 준비해 연방관보(Federal Register)에 공고하고 공개 의견을 수렴해,
2021년 9월에 확정해 연방관보에 최종 특별조건을 공고함.
23) Maximum Certified Take-off M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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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EASA는 VTOL의 분산추진(DP)과 선진화된 비행제어 채택으로 시스
템 복잡도가 높아지고, 높은 운항 밀도를 갖는 운용개념(ConOps24))
이므로, 기존 CS-23과 Part 23의 안전도 목표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함
- 상용 운항용 향상 범주의 경우, CS-25와 CS-27, CS-29의 안전도 목표
를 최저치로 적용해, 참사적 고장 등급 발생 허용 확률을 여객기 등
급과 동일한 비행시간당 10-9 이하로 정함
- 기본 범주의 경우, DP와 VTOL 특징, 그리고 CS-23 가정에서 있을
수 있는 비검증성 때문에, CS-23 보다 한 수준 높은 안전도를 목표
로 삼음. 예를 들면, 승객석 0~1개인 기본 범주 VTOL의 참사적 고
장 등급 발생 허용 확률은 10-7으로, 동급인 CS-23 Class I의 6,000
lbs 미만급 단발 왕복동 고정익기의 10-6보다 10배 높은 안전도를 부
여함
ㅇ EASA는 도심항공 교통이 저고도에서 주로 이루어지므로, 소형급 고
정익기(승객석 9개 이하)/회전익기엔 강제하지 않던 조류충돌 감항표
준을 향상 범주와 기본 범주(승객석 7~9개)에 추가함. 또한, 항공사고
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비행정보 확보를 위해 기록장치 장착을 의
무화함

4. 시사점
□ 미국 수직비행협회(VFS25))가 조사한 VTOL 개발 프로젝트는 500여 개
가 넘지만, 실제로 투자금과 전문인력을 확보해 eVTOL 축소모형, 실
기체, 시뮬레이터 등을 개발 중인 기업들은 소수임
ㅇ 실제 개발 중인 기업들도 탐색 개발을 마치고 소속국 감항당국에 형
식증명을 신청하고 공식적인 체계개발에 나선 기업은 극소수이며, 감
항성 인증과 대량양산까지 모두 성공할 기업은 더 극소수일 것으로
예상됨
24) Concept of Operation
25) Vertical Flight Society (舊 American Helicopter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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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심항공모빌리티 구현을 위해 다양한 산업적 생태계 요소가 필요하지
만, 그중 핵심 요소는 도심 운항에 적합한 eVTOL 인증이며, 주요국
산업계는 소형급 eVTOL 개발·인증 투자비를 10억 달러(1.2조 원)로 예
상하지만, 미국·유럽연합보다 항공산업 공급망이 열세이고 감항당국의
감항표준 수립·심사 능력과 경험이 낮은 국가는 더 많은 투자비가 필
요함
ㅇ eVTOL 개발·인증과 대량양산을 위한 막대한 투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뉴욕증권거래소 및 나스닥 등의 자본시장 상장에 성공한 eVTOL 스
타트업은 2021년 10월 현재 총 4곳26)이며, 상장을 준비 중인 스타트
업도 있지만 민간자본시장은 더욱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추세임.
□ eVTOL 감항성 인증에는 기체 개발사의 투자 능력과 전문성이 기본적
으로 따라주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궁극적인 능력은 해당 국
가 감항당국의 감항표준 수립과 적용 가능한 적합성입증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능력과, 신청받은 형식증명에 대한 인증 심사 능력과 축적된
경험임
ㅇ 전 세계 감항당국이 FAA와 EASA를 추종하고 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며, eVTOL 개발에 참여를 선언한 한국 대기업들이
FAA의 규율을 받는 미국 현지에서 핵심 개발을 수행 중인 사실은
이를 방증함

26) 이항(EHang)은 2019년 12월에 나스닥에 상장, 조비 애비에이션은 2021년 8월 기업인수목적기
업(SPAC) 합병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아처 애비에이션(Archer Aviation)은 2021년 9월에
SPAC 합병으로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 릴리움(Lilium)은 2021년 9월 SPAC 합병으로 나스닥
에 상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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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차전지기술 및 산업 동향
1. 리튬이온 배터리의 현황 및 전망
□ 리튬이온배터리에 저장된 전기는 전압(Voltage), 용량(Capacity), 질량당
/부피당 에너지밀도(Energy density) 등 다양한 파라미터(Parameter)로
표현함
ㅇ 배터리 용량(Capacity)은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생성된 전하량으로 정
의되며, 전압과 용량에 근거하여 전기에너지의 양(에너지밀도) 계산됨
ㅇ 용량 유지 특성(Cyclability), 고율 성능(Rate performance), 안전성
(Safety) 등을 통해 이차배터리의 성능 평가 함
- 장기 사용 안정성은 배터리의 충/방전을 거듭하였을 때 반응 가역성
을 나타내는 지표로, 안정성이 우수한 배터리일수록 사용에 따른 용
량 감소가 적어 장기 사용에 유리함
- 율속 특성이 우수한 배터리는 급속 충전을 가능하게 하며 충/방전
시 소요 시간이 절약됨
ㅇ 최근 전기차 보급이 확대되어 배터리의 장기안정성·율속 특성의 중요
성이 한층 두드러지고 있으며 기술 향상 요구 또한 급증하는 추세임
□ 리튬이온배터리의 에너지밀도를 증가시키고, 안전성을 향상하기 위한
첨가제 및 소재의 다양한 연구개발 추진 중임
ㅇ Ni 함량이 높은 양극 소재 및 Si계 음극 소재 등의 고용량 활물질 비
율을 높이고, 충전전압을 높이기 위한 전해액의 고전압 안정성 개선,
분리막 두께를 줄이는 등의 기술개발에 주력하고 있음
□ 3세대 리튬이온배터리는 2021년부터 적용되고 있으며, 특히 소재 가격
의 상승은 전기차의 가격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가 소재의 사용
을 높여갈 것으로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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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가인 코발트의 비중을 줄이고 니켈의 비중을 최대 88%까지 높인
양극재를 활용하고, 음극재는 흑연에 실리콘계 물질을 첨가해 에너지
밀도를 향상시킬 계획으로, 이에 따른 3세대 배터리의 전기차 주행거
리는 최대 500km까지 가능함
ㅇ 새로운 전기화학적 반응 메커니즘 바탕의 차세대 이차배터리를 탑재
한 전기차 개발이 기존 내연기관차(Internal Combustion Engines,
ICEs)와 비교하여 경쟁력 있는 전기차의 대중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
으로 예상됨
- 내연기관차와 비교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선 전기차 1회 충전 시 주
행가능 거리 연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단위 셀 기준
500Wh/kg 이상의 에너지밀도 향상 가능 여부가 중요함
- 현존하는 리튬이온배터리의 에너지밀도는 이론적 한계에 도달하였으며
(~250Wh/kg), 이를 극복하기 위해선 차세대 배터리 개념이 필요함

2. 리튬이온 배터리의 기술 동향
□ 최근 배터리 업계는 기존의 리튬이온배터리보다 에너지밀도 및 안전성
이 높고 빠른 충전과 긴 수명이 가능하며 가격이 저렴한 차세대 배터
리 개발을 추진함
ㅇ 음극재에 리튬금속을 사용하는 리튬-공기배터리, 리튬-황배터리 등의
리튬금속배터리, 나트륨 이온 및 마그네슘 이온을 사용해 양극재를
개선한 배터리, 전해질을 개선한 전고체 배터리 등이 있음
ㅇ 리튬금속배터리와 리튬-황배터리가 부분적인 상용화를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며, 고체전해질이 개발되어야 상용화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
측됨
ㅇ 전고체 배터리는 안정성 및 고용량 확보 용이 등의 장점이 있어, 전
자제품을 비롯해 전기차에도 채용될 가능성이 큰 차세대 배터리로 부
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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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를 리튬이온의 이동 경로인 전해질로 사용해 배터리에 구멍이
뚫리거나 구겨져도 화재 등의 위험 없이 정상적인 작동이 가능하며,
전해질의 누액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획기적으로 감소함
- 고온, 고전압의 사용환경에서도 배터리의 성능저하가 급격하지 않으
며, 적층 가능한 바이폴라 구조로 높은 에너지밀도 구현 및 고출력
가능함
- 액체 전해질을 사용하지 않아 두께를 1mm로 줄일 수 있으며, 고용
량 확보에도 유리한 장점을 보유하고 있음

3. 차세대 이차배터리 기술 현황
□ 차세대 이차배터리 개발은 4대 부품 소재별 혁신 설계를 기반으로 다
양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상용화는 이차배터리 전체의 기존 밸류체인
(value chain) 및 공급망 등에서의 큰 변화가 예상됨
ㅇ 음극은 기존 흑연 및 실리콘 소재에서 리튬 소재로의 혁신, 전해질은
액체 전해질에서 고체전해질로의 혁신, 양극은 기존 금속 세라믹 소
재에서 황이나 탄소(공기 전극)로의 혁신, 분리막은 非이온 전도체인
폴리머 소재에서 이온전도체인 고체전해질 소재로의 혁신이 진행됨
ㅇ 예상되는 변화는 지금까지의 이차배터리 업계가 경험해왔던 크기와는
차원이 다른 변화폭이기에 장기적인 포석을 염두에 둔 정부 및 R&D
업계의 치밀한 전략·준비가 필요함
□ 향후 차세대 이차배터리 산업에서의 리더쉽을 가지기 위해서는 배터리
소재수급 안정성 및 생산 경쟁력 확보, 글로벌 경쟁구도 대응 등의 이
슈 해결이 필요함
ㅇ 이차배터리 원료인 리튬·니켈·코발트는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소
재이며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비즈니스 예측이 어려운 가격경
쟁에 직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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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우리나라는 배터리 기반기술인 기초소재 산업 경쟁력이 부족하
며, 배터리 시장 규모 및 산업 성숙도에 비해 부가가치가 높지 않은
상태임
- 배터리 완성품 가격은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
로, 소재 기술을 갖춘 기업의 부가가치는 높아지고 있는 반면 완제
품 생산 비중이 높은 한국의 경우 이익을 내기 쉽지 않은 상황임
□ 정부의 R&D가 현재 부처별 단기 성과에 집중되어 있어 차세대 이차배
터리 기술개발의 속도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ㅇ 2010년 이후 이차배터리 R&D 정부 사업의 80%가 3년 이내, 90%가 5
년 이내의 단기 사업으로, 한 가지 연구테마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개발이 이루어지기 쉽지 않은 환경임
ㅇ 혁신적인 결과물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R&D 투자가 필요함
에도 단기 성과를 낼 수 있는 응용연구 위주의 과제 수행이 반복되
어, 체계적인 기초연구 부문의 경쟁력이 부족함
□ 메이저 자동차 업체들의 배터리 내재화 선언, 탄소중립을 위한 새로운
에너지 시스템 강조 등의 상황에서 차세대 배터리 선두 점유를 위한
치열한 경쟁은 지속 심화될 것으로 예측됨
ㅇ 풍부한 원자재 및 낮은 인건비를 바탕으로 한 저가화 전략, 절대적
우위를 점하는 R&D 인적자원의 혁신적 기술개발 등을 통해 중국이
기술적 리더쉽을 확보하는 상황임
ㅇ 또한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글로벌 배터리 굴기 선언은 차세대 배터
리 분야가 더 이상 아시아 선도 산업에 머물지 않을 것임을 방증함
ㅇ 최근 우리나라가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전고체 이차배터리 기술개발
은 글로벌 자동차 업체와 스타트업간의 전략적 파트너쉽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한 상황임
- 2000년대 초반부터 정부 주도로 핵심소재부품 공급망을 구축한 일본,
풍부한 연구인력을 보유한 중국에 비하여 우리나라만의 차세대 배터
리 연구개발을 수행하기 위한 전략이 부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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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향후 차세대 배터리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리
튬이온 배터리 시장을 이끌어왔던 연구 관행, 정부 대응과 완전히 다
른 전략이 필요함

4. 차세대 이차배터리를 위한 정책 제언
□ K-배터리 전략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를 글로벌 이차배터리
R&D의 중심이자 선도 제조기지(Mother Factory)로 구축하기 위해 다
음과 같은 정책방향을 제언함
ㅇ 응용 연구 위주의 단기적 개발과제에 집중된 R&D 투자 방향을 세분
화하여 장기과제(7년 이상) 등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난이도가 높은
선행적 미래 배터리 개발은 기초-응용 논스톱 연구개발로 추진
ㅇ 초격차의 기술 확보를 위해 새로운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창의
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 과제의 장려가 절실히 필요함
- 이차배터리 산업에서의 글로벌 리더쉽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제한된
부존자원 및 R&D 인력을 기반으로 선택과 집중의 기술개발 절실함
ㅇ 세계시장을 석권했던 반도체 분야의 인력 부족 상황 등을 고려할 때,
민간이 잘하는 분야일수록 관련 분야의 글로벌 1등 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 이차배터리 산업의 기술적 리더쉽을 경쟁국·경쟁업체에 빼앗기는 우
를 범하지 않도록 지속적이고 꾸준한 시대적 맞춤형 R&D 과제와 인
력양성 병행이 필요함
ㅇ 정부 보조금 기반의 내수시장 활성화로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리튬,
코발트, 니켈, 흑연 등의 핵심 원자재를 선제 확보하여, 주변 경쟁국
의 자원 무기화 및 제2의 소재·부품·장비 이슈 대응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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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화장품 산업의 성장동력과 혁신전략은 R&D에 있다
1. 문제의 제기
□ 화장품 산업은 국민의 피부건강과 삶의 질 향상뿐만 아니라 세계 3위
의 수출 강국이라는 미래 성장동력으로 급부상함
ㅇ 화장품은 아름다움을 증진시키는 전통적 의미를 넘어 공해 등 위해요
소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주거나 주름을 개선하여 피부건강을 유지해주
는 생활필수 보건제품임
※ 화장품이 치매 진행을 늦추는 효과, 기분전환, 자신감을 높이는 효과 등 삶
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 제시

ㅇ 산업적으로는 수출 75억 7,210만 달러(8조 2,877억원)로 세계 3위(’20
년)의 수출 대국으로 성장함
□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은 민간기업들의 노력과 정부의 R&D 지원이
핵심적 역할을 하였으나 서서히 한계에 도달함
ㅇ 한국 화장품 경쟁력의 가장 큰 동력이었던 창의적 아이디어와 소비자
요구를 빠르게 제품화하는 능력이 더 이상 차별적 경쟁력으로 작동하
지 못함
ㅇ 제품경쟁력 상실은 수출과 산업성장의 가장 큰 기반이었던 중국시장
은 물론 미국시장 등에서의 고전으로 나타남
ㅇ 성장의 가속화를 위해서는 위기요인의 진단과 더불어 피부과학 기초
연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차별적 소재개발의 혁신이 시급함

2.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과 위상
□ 세계 화장품 산업은 연평균 5%내외의 성장을 해왔으며, 앞으로도 지속
적 성장이 전망됨
ㅇ 소득수준과 정의 상관관계로 성장하는 화장품 시장을 감안할 때 저소
득 국가를 중심으로 지속적 시장확대가 전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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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통적 여성 소비자층을 넘어 남성, 청소년 등 새로운 소비자의 등장,
더마코스메틱 등 기술발전과 결합한 새로운 유형의 화장품이 시장성
장 가속화 할 것임
□ 한국의 화장품 시장은 수출을 중심으로 글로벌 Top3의 수출강국으로
빠르게 성장함
ㅇ 2020년 생산 15조 1,618억원, 수출 75억 7,201만 달러로 수출 세계 3위
국가임
※ 최근 5년간 연평균 생산증가율 3.8%, 수출증가율 16.0%

ㅇ 산업적 위상도 크게 증가해 총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0.15%(’11년)
→ 1.5%(’20년), GDP 비중은 0.48%(’11년) → 0.78%(’20년)로 증가함
ㅇ 전체 무역수지 흑자의 중 14.3%를 차지하는 확고한 수출 효자산업임
※ 무역수지 흑자중 화장품 비율: 3.5%(`16) → 4.0%(`17) → 7.1%(`18) →
13.6%(`19) → 14.3%(`20)

□ 한국 화장품 산업의 성장 동력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빠른 제품화 기술
로, K-뷰티라는 브랜드를 구축하며 세계적 주목을 받음
ㅇ 한국 화장품의 장점은 트렌드와 소비자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해 창
의적인 아이디어 상품 출시하는 것임
※ BB크림을 비롯하여 에어쿠션, 마스크팩 등의 유행상품으로 글로벌 시장
선도

ㅇ 공격적 R&D 투자를 통해 기술력과 생산력을 보유한 세계 최고수준
의 OEM/ ODM 기업이 혁신과 성장동력으로 작용함
※ 2018년 선진국 대비 한국 화장품 기술수준 86.8%로 기술격차는 2.4년
※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 67.4%(’07년) → 80.1%(’2014년) → 86.7%(’18년)

ㅇ 트렌드를 선도하는 K-뷰티는 세계시장의 주목을 받은며 글로벌 기업
의 따라하기 대상이 됨
※ JWT(2014), Euromonitor(2018) 등 시장 전문 조사기관, Cosmetic &
Toiletries (2017)등 화장품 분야의 저명잡지 에서 K-Beauty를 화장품 분
야의 글로벌 핫 트렌드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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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화장품 산업의 위기와 과제
□ 화장품 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현실화된 위기요인이 아니라 장밋빛 성
장에만 취해 현실로 다가온 위기요인을 애써 외면하며 혁신전략을 마
련하지 못하는 것임
ㅇ 꾸준한 수출성장과 2021년 화장품 수출도 9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는 장밋빛 전망은 있으나, 위기요인에 대한 분석과 대처는 전무함
ㅇ 최대 수출 시장인 중국 등에서 나타나는 위기징후는 더 이상 혁신하
지 못하면 한국 화장품 성장의 신기루는 하루아침에 무너질 것이라는
위험신호임
ㅇ 위기의 징조는 그동안 성장의 동력이 되었던 한국 화장품의 장점들이
그 동력과 생명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함
□ 중국시장발 위기의 신호들
ㅇ 2017년 중국 화장품 수출 1위국으로 등극하였으나, 2019년 2위, 2020
년 3위로 하락함
ㅇ 특히 아시아 화장품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시장인
스킨케어 시장에서도 일본과 프랑스에 밀려 수출 3위로 하락함
ㅇ 최대 수출시장인 중국 시장에서 고전하는 이유는 럭셔리 제품은 프랑
스와 일본에, 중저가 대중상품은 중국제품에 밀리기 때문임
- 그 원인은 첫째, 화장품 과학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증가하였으나,
K-뷰티는 화려한 포장과 재미 위주의 마케팅, 화장품 성분을 노출하
는 서구 제품과 달리 성분 목록이 불투명함
- 둘째, 세계적으로 화장단계를 줄이는 스키니멀리즘(skinimalism)이 대
세인데 반해 K-뷰티는 복잡한 화장법임
- 셋째, 중국 소비자들의 선호가 가성비 추구에서 프리미엄 제품으로
바뀌었으나, K-뷰티는 성분보다 마케팅에 치중하고 있으며 이로 인
해 표절이 용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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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혁신하지 못하면 우수한 품질력과 스킨케어의 강점을 기반으로 중국
을 비롯한 아시아 시장 공략을 표명한 일본 제품에 영원히 밀리게 될
것임
□ 미국시장발 위기의 신호
ㅇ 미국내 주요 K-뷰티 전문 온라인 판매점, 드럭스토어 체인점에서 K뷰티 브랜드를 취급하지 않거나 진열세션 감소함
ㅇ K-뷰티 제품의 특징이자 경쟁력이었던 품질 대비 가격 경쟁력이 점차
약해짐
ㅇ 마스크팩 시장이 포화상태에 다다르고 인기의 절정에서 벗어나고 있
으며, 클린뷰티 시장이 새로이 등장함
ㅇ 트랜드를 추구하는 K-뷰티 대신 트랜디함은 없으나 품질이 좋고, 기
술력을 앞세운 프리미엄 제품과 기본에 충실한 제품들이 주를 이루며
스킨케어 단계가 간단한 J-뷰티의 부상함
□ 따라하기의 대상에서 계륵으로 전락한 K-뷰티 혁신기업들
ㅇ 세계에서 혁신기업으로 주목받으면 글로벌 기업에 인수되었던 기업들
이 재매각 되거나 투자금 회수 대상이 됨
□ 그동안 성장을 이끌었던 창의와 신속성, OEM/ODM 기업들의 기술력
과 생산력이 한계에 도달함
ㅇ K-뷰티 혁신의 원천으로 작용했던 OEM/ODM 기업의 능력만을 가지
고 산업 성장하는데 한계 → 브랜드 기업과의 조화와 협력 필요함
ㅇ 차별적 소재로 여겨졌던 한방소재의 경쟁력과 차별성 한계 → 글로벌
브랜드 컨셉 구축에 필요한 새로운 대표원료 개발 필요함
ㅇ 트렌드 제품 개발의 아이디어 고갈과 유사제품 출시 → 기술 기반의
차별적 소재와 프리미엄 제품 개발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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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실화 되고 있는 위기의 징조와 지표들
ㅇ 외형적 수출 증가의 착시현상으로 기업들의 수익성 악화와 산업적 위
기가 제대로 진단되지 못함
※ 비공식 불법 유통경로(보따리상 등)의 공식집계 포함, 결기불황과 재고
부담에 따른 저가 밀어내기 등으로 외형적 수출규모는 증가하는 것으로
집계
※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수익성 악화, 외부적으로는 k-뷰티의 가치 하락으
로 이어짐

ㅇ 외부의 위기는 화장품 생산실적 감소와 제조업 종사자수의 감소로 현
실화됨
※ 2020년 화장품 생산실적 2004년 이후 최초로 전년대비 6.8% 감소
※ 화장품 제조업 종사자수 ’20년 2분기 정점(37,347명)을 찍은 이후, ’21년
2분기에는 35,771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576명(-4.2%) 감소(한국보건산
업진흥원, 2021)

□ 정부의 R&D 지원이 더해지며 꾸준히 기술수준이 향상되었으나, 여전
히 선진국과 10% 이상의 기술격차가 존재함
ㅇ 특히 제품과 브랜드의 기초가 되는 소재기술 수준과 소재를 생산하는
전제가 되는 피부기초연구가 부족함
ㅇ 즉, 피부기초연구 부족 → 소재기술 낙후와 차별적이고 경쟁력 있는
소재개발 부족 → 럭셔리 제품개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짐
ㅇ 궁극적으로 아이디어에 의존하는 트렌디 제품에서 혁신적 기술을 바
탕으로 하는 과학화와 R&D가 필요함

78

제 4 장

전문가세미나❚

4. 위기극복과 성장동력, R&D에서 찾아야
□ R&D는 화장품 산업의 혁신과 성장의 가장 핵심적인 필요조건
ㅇ 화장품 산업의 기술경쟁력 및 취약한 산업생태계 강화를 위한 종합전
략이 필요하며,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는 R&D를 통한 기술향상
과 혁신임
ㅇ 그 출발점은 피부과학 기초연구를 통한 원천기술 확보와 과학적 근거
확보 그리고 여러 기업이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초․범용소재
개발부터임
※ 피부과학 기초연구는 장기간의 노력과 비용이 투입되나 그 성과는
한 개 기업에 귀착되는 문제로 인해 그동안 민간은 물론 을 비롯해 정
부 부분의 연구개발 투자가 전무했음
※ 기초․범용소재는 규모의 경제가 적용되고, 개발의 전단계인 피부과
학 기초연구가 부족하여 국내 생산이 부족하여 대부분 수입에 의존

[그림 4-1] 산업(민간)-정부의 역할 분담 필요성
□ 위기 극복을 위한 전략과 R&D는 산학연관의 협력을 기초로
ㅇ 중장기적 관점의 거시적 전략과 세부적 전략의 조화도 필요함
※ 일본은 2021년 4월 산학관으로 구성된 화장품산업비전검토회를 통해 단
기(10년), 중장기(30년)의 시각에서 변화를 예측하고 혁신의 대응방안을
마련한 화장품산업비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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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Hydrogen Energy & H2 powered Fuel Cell Vehicle
1. 에너지 변환의 역사
□ 수소는 탄소중립이라는 전세계적 아젠다와 맞물려 향후 에너지 캐리어
(Carrier)로써 활용 가능성이 매우 높게 예측되고 있음
ㅇ 1850년부터 2150년까지의 에너지 변환 추이(전반적인 시장 비율)를 살
펴보면 과거 고체연료(나무나 건초에서 석탁까지)에서 액상연료(석유
또는 LNG)를 지나 기상연료(천연가스 및 수소)로 전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ㅇ 정부도 그에 따라 탄소중립 2050을 조기 실현하기 위한 수소 경제의
안정적 안착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그림 4-2] 세계 에너지 변천의 역사 (고체 è 액체 è 기체)
출처 : Seth Dunn, Hydrogen futures: toward a sustainable energy system, IJHE

2. 수소 시장 현황
□ 탄소중립 2050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되는 시점에서의 수소는 매우 중요
한 역할을 차지할 것이며, 그에 합당한 시장이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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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 세계 수소는 20년 기준 연간 7000만톤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30
년에는 1억톤, 40년에는 2억톤, 50년에는 약 5.4억톤의 시장 형성을
예측하고 있음
- 특히, 2050 글로벌 수소 시장 규모를 바클레이즈에서는 1169조원, 맥
킨지에서는 2922조원, 골드만삭스에서는 1경 4023조원 등으로 예측함
ㅇ 수소 경제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생산 방식의 차별
화도 필요한 상황임
□ 수소 생산은 현재의 추출수소를 통해 생성되어서는 안 되며 수전해 수소
등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 되어야만 탄소중립을 달성 할 수있음
ㅇ 현재 연간 7000만톤의 수소는 76%가 천연가스에서, 나머지 23%는 석
탄에서 추출되고 있음
- 이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83000만 톤으로 이는 인도네
시아와 영국에서 1년간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합친 것과 비슷한 수치임

3. 수소 경제 순환 시스템의 문제점
□ 수소 경제의 궁극적인 순환 시스템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물을
전기분해하고 여기서 나오는 수소를 분리 포집하여 원하는 사용 장소
까지 효율적으로 운송하고, 사용 장소에서 충분히 안정적으로 저장한
다음 필요할 때 연료전지를 이용하여 에너지를 활용하면 그 부산물로
오직 물만 발생하여 그 물을 다시 수소 생산에 활용하는 친환경적인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
ㅇ 기술적으로만 보면 실현 가능한 순환 시스템이나, 생산-운송-저장-활
용 각 단계에서 사실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음
- 예를 들면 생산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수소 생산의 생산
단가가 매우 높아 가격 경쟁력27)이 현재까지는 없으며, 활용 부분에
서의 연료전지는 가장 성숙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여전히 촉매와
멤브레인 부분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임
27) 18년 기준 수소 kg 당 생산단가 : 부생수소 2천원 미만, 개질수소 2700~5100원, 수전해 8~10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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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Hydrogen Economy 개념도 및 Hydrogen supply chain
□ 그 중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운송 및 저장 부분임
ㅇ 아직까지 안정성 높고(저압에서) 경제적인 수소저장방식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음
ㅇ 그 결과 현재는 기술적 난이도가 가장 낮은(그래서 고압에 대한 위험
성이 가장 높은) 200~700 Bar의 고압 압축가스 저장 탱크가 산업 현
장에서 사용 되고 있음
□ 자동차 업계에서는 수소저장탱크의 안전에 대한 이슈가 끊임없이 이야
기 되고 있음
ㅇ 탄소중립 205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운송수단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감축해야만 함
-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CO2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30년까지 차량
배기가스에서 CO2 배출량이 59 g/km로 설정 되었다. 이 기준을 충
족 할 수 있는 차량은 현대차 기준에서는 아이오닉 PHEV(Plug in
hybrid electrical vehicle ~ 17 g/km)이 유일함
ㅇ 즉 현 상황에서는 30년이 되면 유럽에 팔 수 있는 차는 아이오닉
PHEV이 유일 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전세계 자동차 회사들은 수소차
또는 전기차 등 친환경차 개발에 열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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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소 연료전지차와 배터리 전기차
□ [그림 4-4]는 수소 연료전지차와 배터리 전기차의 cost parity를 보여주
고 있음

[그림 4-4] Cost Parity – 수소 연료전지차 & 배터리 전기차
ㅇ 연료전지 시스템가격(총가격 814만원)과 배터리 가격(814.2만원)을 비
교해 보면, 대략 355 km에서 cost parity가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음
ㅇ 단거리에서는 전기차가 유리하지만 장거리로 바뀌면 수소 연료전지차
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해 지는 것을 알 수 있음
□ 이러한 Cost parity를 기반으로 미래 운송 수단에 대하여 로드맵을 만
들 수가 있으며, 해당 내용이 [그림 4-5]에 자세히 나와 있음

[그림 4-5] Road map for market introduction of the electric vehicle

83

❚2021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ㅇ 소형 도심지 내에서의 운송 수단으로는 배터리 전기차가 유용하게 사
용 될 것이며, 장거리 운전 또는 무거운 화물차 운송 (승객을 태우
버스 등)의 경우에는 연료전지가 더 유리하게 사용 될 것으로 보고
있음

3. 수소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연구 현황
□ 수소 운송 및 저장에 대한 연구도 아직은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지
는 못하지만 최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음
ㅇ 신기술 기반 새로운 수소 저장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수소를 운송
저장 하는 방법은 액체수소와 고압압축수소 방식을 따른 것임
- 현재의 상용화된 수소 저장 기술은 극저온 액체수소와 고압압축수소
저장 방식임
- 그 외 (물리적/화학적 방식기반)고체수소 저장기술과 액상유기수소운
반체 등이 연구단계에 있음
ㅇ 액체수소는 밀도가 매우 높으나 ortho-para conversion28)과 boil-off29)
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으며 촉매 개발로 ortho-para conversion 문제
는 어느 정도 해결되었다 볼 수 있으나, boil-off 문제는 근본적인 해
결책이 없는 상황임
ㅇ 고압압축수소 방식은 현재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는 기술임
- 부피측면이나 중량 측면 모두 비효율적이나, 타 기술에 비하여 매우
간단한 기술이기 때문에 가장 많이 사용 되고 있음

28) 수소는 상온(300K)에서 오르쏘(ortho) 수소와 파라(para) 수소의 비가 3:1로 구성되어 있는 고
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액화수소 제조 등 수소 활용 목적에 따라 수소 내의 오르쏘 수소
와 파라 수소의 비율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액화수소를 위해서는 파라수소로 전부 변환이
필요하다
29) 액화된 수소의 온도는 20 K이고 상온의 온도는 300K 이므로, 아무리 단열이 잘된 탱크라고 하
더라도 상온의 열이 수소탱크 내 액화수소로 전달이 된다. 이때 기화수소가 필연적으로 발생되
며, 이 기화 수소에 의해서 압력이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화수소 배출 밸브를 다는
데, 그 결과 하루 수 %의 수소 손실이 지속적으로 발생되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는 문제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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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바 또는 700바 두 가지 압력 충전 방식이 일반적이며, 이러한 고
압 충전 방식 때문에 안전에 대한 이슈가 여전히 따라오고 있음
□ 상용화 된 이 두 가지 기술로 수소 운송을 할 수 있으며, [그림 4-6]은
고압압축가스방식과 액화수소 방식에 대한 cost parity를 보여주고 있음

[그림 4-6] How to supply H2? LH2 versus CGH2
ㅇ 운송 거리에 따라서 효율적인 방식이 나뉘는데 250 km를 기준으로
그보다 단거리일 경우에는 고압압축가스방식이, 250 km보다 장거리
일 경우에는 액화수소운송법이 더 경제적임
- 운송 거리뿐만 아니라 운송되는 수소 양도 중요한데, 하루 100~200
kg 이하의 수소를 운송할 경우에는 고압압축가스방식이, 200 kg 이
상의 수소를 운송할 경우에는 액화수소운송법이 더 경제적인 것으로
나타남
ㅇ 따라서, 국내에서의 수소 운송은 고압압축가스방식이 더 유리 할 수
있겠지만, 청정에너지로 만들어진 수소(그린수소)를 (호주 등으로부터)
대량 수입해야 하는 경우, 액화수소방식을 이용해서 수입 하는 것이
더욱 타당 할 것으로 보여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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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소 안전에 대한 이슈
□ 수소 안전에 대한 부분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서 필히 집고 넘어가야
하는 부분임
□ 특히 고압수소탱크의 폭발 시 인체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함
ㅇ 보통 이러한 영향은 크게 3가지가 존재하며 1차, 2차, 3차 폭발 피해
에 대한 안전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함
- 1차는 폭발에 의한 파(wave)로써 사람의 폐 등에 영향을 미치지만,
실제에서는 무시할 만한 경우를 뜻하며, 2차는 폭발에 의해 발생한
주변 파쇄 물에 의한 피해를 뜻하고 이는 상당히 위험한 경우임
- 마지막으로 3차는 폭발에 의해 직접적으로 넘어지거나, 날카로운 것
에 스쳐 지나가는 등에 대한 추가 피해임
□ 최근에는 고압수소탱크 안전뿐만 아니라 액체 수소의 위험성에 대한
연구가 유럽에서 시작되고 있으므로, 국내에서도 시급히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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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화학분야 시장산업 동향 및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대응전략 - 바이오매스 활용을 중심으로
1.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상 및 온실가스 이슈
□ 우리나라 석유화학 산업은 생산량 기준으로 세계 5위이며, 석유화학 산
업의 규모를 예측하는 간접지표인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는 약 1천
만톤/년(2020년 기준)으로 세계 4위를 차지하고 있음
ㅇ 국내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는 생산 규모 기준으로 국내 제조업 부문
에서 자동차, 반도체, 일반기계 및 철강 다음인 5위였으며, 수출에 있
어서도 2020년 기준 356억 달러로 전체 제조업 중 4위를 차지하였음
□ 국내 석유화학 및 정유 산업이 국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만큼 온실가
스 배출량에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ㅇ 2011년~2019년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자료를 살펴보면, 석
유화학 및 정유 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발전에너지와 철강산업 부
문을 제외하면 국내 산업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4-1> 산업 업종별 온실가스 배출량(단위 : 백만톤)
(단위 : 백만톤)
구분

2011

2013

2015

2017

2019

2011-2019
CAGR (%)

발전에너지

243

265

232

247

221

-1.2

철강

103

102

102

103

120

1.9

석유화학

46

48

50

55

58

2.8

시멘트

43

44

45

45

42

-0.3

정유

27

28

29

29

32

2.0

반도체/디스플레이/전기전자

25

28

28

30

33

3.4

기타

56

62

109

125

122

10.1

출처 : 국가온실가스종합관리시스템(ngms.gir.go.kr)

87

❚2021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ㅇ 특히 발전에너지 분야는 최근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온실가스 배
출이 감소하였던 반면 석유화학 부문의 배출증가율은 2.8%로 반도체
다음으로 높았음
□ 최근 국내 정유, 석유회사에서 나프타크래킹(NCC) 등 설비의 대규모
증설이 계획, 완료됨에 따라 향후 탄소배출량은 더욱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
□ 석유화학 산업에서 탄소저감을 위해 여러 가지 새로운 방법이 제안되
고 있음
ㅇ 하지만 산업 성장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낮추기에는 부족하
여 보다 획기적인 저감 방안의 개발이 요구됨
ㅇ 석유화학 산업 분야에서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탄소배출량이
높은 연료를 LNG 등 저탄소 배출 연료로 전환하거나 공정 에너지
효율 향상, 에너지 최적화를 통한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는 등의 노
력을 진행해 오고 있음
- 공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나 미활용 부생가스를 포집하여 유용
한 물질을 생산하거나 석유와 같은 비재생 원료를 친환경, 탄소중립
재생 원료로 변경하는 것, 그리고 기존 고탄소 배출 공정을 저탄소
배출 공정으로 개발, 전환하는 방법 등이 있음
- 비재생 원료를 재생 원료로 변경하는 예로는 폐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을 통해 화학원료를 생산하여 석유 사용량을 줄이거나 재생 원료인
바이오매스로부터 연료나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것을 들 수 있음
- 저탄소 배출 공정의 예로는 최근 BASF사에서 발표한 전기가열 크래
커기술을 들 수 있는데, 이는 신재생 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활
용한 전기로(e-Furnace)를 개발하여 현재 나프타크래킹 공정의 화석
연료 기반 Furnace를 대체하는 개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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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매스 및 바이오매스 전환 기술
□ 바이오매스란 식물이나 동물에서 유래하는 재생 가능한 생물자원을 총
칭하는 것으로 나무, 농작물, 도시고형폐기(MSW) 등이 포함됨
ㅇ 바이오매스는 일반적으로 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 대두(유), 팜(유)
와 같은 식량계 바이오매스(1세대 바이오매스)와 폐목재, 농업부산물
(옥수수대 등) 등 비식용 바이오매스(2세대 바이오매스) 및 미세조류
(Micro-algae), 거대조류(Macro-algae)등 수생 생물자원(3세대 바이오
매스)으로 분류함
ㅇ 바이오매스는 바이오매스를 이루는 주요 구성 성분에 따라서도 구분됨
- 1세대 바이오매스인 사탕수수, 옥수수, 카사바 등의 당질, 전분질계
바이오매스는 주 구성 성분이 당으로 이루어져 있어 적절한 처리를
통해 포도당, 설탕 등을 얻을 수 있음
- 나무, 볏짚과 같은 2세대 바이오매스는 리그노셀룰로오스 바이오매스
라고도 하는데, 이는 주요 구성 성분이 셀룰로즈(40% 내외), 헤미셀
룰로즈(25% 내외), 리그닌(20% 내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임
- 성분 중 셀룰로오스와 헤미셀룰로오스는 당(오탄당, 육탄당) 성분이 결
합된 고분자 물질으로 전처리, 당화 과정을 통해 당을 얻을 수 있음
□ 바이오매스로부터 유용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술은 바이오매스의 특성
에 따라 달라짐
ㅇ 1세대 바이오매스를 이용한 기술은 오래 전부터 이미 식품, 사료, 주
류, 공산품 등 생산에 활용되어 오고 있음
ㅇ 2세대 바이오매스의 경우 1세대 바이오매스에 비해 구성 성분과 구조
가 복잡하여 유용한 성분을 얻는데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펄프 생산
등에 한정적으로 활용되어 왔음
□ 최근 사용량이 풍부하고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높은 2세대 바이오매스
의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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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NREL(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에서 는 2세대 바
이오매스의 활용 기술을 두 가지 플랫폼으로 정립하였음
- 첫 번째 방법은 Sugar/Lignin 플랫폼으로 앞서 설명한 바이오매스의
주요 구성 성분인 당과 리그닌을 적절한 처리(전처리, 당화)를 통해
비교적 순수하게 얻은 후 이를 생물/화학 전환을 통해 유용한 연료,
화학물질 등을 생산하는 것임
- 또 다른 방법으로는 바이오매스의 성분을 따로 분리하지 않고 그 자
체로 열을 가하여 액상의 오일(Pyrolysis oil)이나 가스(Syngas)로 전
환한 후 추가 화학반응, 업그레이딩, 분리정제 공정을 통해 연료나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Thermochemical 플랫폼임

3. 바이오케미칼
□ 바이오 화학산업이란 바이오매스 유래의 원료나 제품으로 석유화학 공
정에서 생산되는 원료, 소재, 제품 등의 케미칼을 직 간접적으로 대체
하는 것을 산업을 말함
□ 바이오케미칼은 그 특성에 따라 Drop-in, Semi Drop-in, Novel 바이오
케미칼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ㅇ Drop-in 바이오케미칼이란 바이오매스 원료로부터 기존 석유화학 유
래와 동일한 원료, 소재를 생산하여 직접 대체하는 것임
- 대표적으로 바이오에탄올에서 만들어지는 바이오 에틸렌 및 바이오
PE, 바이오 PP 등을 들 수 있음
ㅇ Semi Drop-in 바이오케미칼은 바이오매스 유래의 석유화학 원료, 소
재와 유사한 물질(또는 석유화학을 통해 생산 가능하나 경제성이 낮
아 대량 생산되지 않은 물질)을 말함
- 예를 들어 바이오매스 유래 당의 화학전환을 통해 생산되는
FDCA(Furan dicarboxylic acid)는 그 구조, 특성이 PET의 원료인 테
레프탈산과 유사하여 대체 가능한 소재로 여겨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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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Novel 바이오케미칼은 석유화학 유래로 생산되지 않는(또는 경제성
측면에서 생산이 불가능한) 석유계 제품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소
재, 제품을 말함
- 예를 들어 미생물 발효를 통해 생산되는 젖산(Lactic acid)에서 만들어지
는 고분자인 PLA나 미생물 세포내 생산 고분자인 PHA(Polyhydroxy
Alkanoate)는 기존 석유유래로는 생산되지 않던 플라스틱 소재로 뛰
어난 생분해 특성으로 최근 생산,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생
분해 바이오플라스틱임

4. 생분해성 플라스틱(Biodegradable Plastics)
□ 바이오 플라스틱은 온실가스 문제뿐 아니라 최근 심각한 사회, 환경문
제로 대두되고 있는 플라스틱 폐기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연구개발 및 생산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음

[그림 4-7] 바이오플라스틱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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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플라스틱은 원료(바이오매스/석유화학)와 생분해성(생분해/난분
해)에 따라 세 가지 종류로 분류됨
ㅇ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은 2020년 211만톤에서 2025년 287만톤으로
36%(CAGR: 6.4%)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며, 주로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중심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이는 최근 플라스틱폐기물 문제가 단기적으로 보다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었기 때문임
-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온실가스 저감과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동시
에 해결이 가능한 바이오매스 원료 유래의 생분해성 플라스틱이 주
류가 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생분해 플라스틱 시장은 Starch blends(TPS), PLA, PBAT가 약
90% 차지하고 있으나 2025년에는 PLA, PBAT, PHA의 점유율이 증가,
유지하고 Starch blends는 점유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됨
ㅇ Starch blends의 경우 제품의 물성이 상대적으로 낮아 사용의 확장에
어려움이 있는 반면 PHA의 경우 비교적 최근에 상업화가 된 제품으
로 높은 생분해 특성이 장점임
□ 국내에서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상업 생산은 미미한 수준이었으며, 주로
해외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원료를 수입하여 가공제품 생산을 중심으로
산업 발전하였음
ㅇ 하지만 최근 LG화학, CJ제일제당 등에서 생분해 플라스틱 생산 공장
건설을 추진을 발표하고, 여러 기업에서 사업 참여를 검토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생분해 플라스틱의 상업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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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나노·소재 분야 – 세부 분야별 기술·산업 동향
1. 나노융합산업 활성화를 위한 탄소나노/금속 복합소재 응용기술
2. 나노카본의 유변 공정-탄소나노튜브 및 산화 그래핀
3. 플렉서블 전자피부 센서
(기술 특성 및 대외 공개가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세부 내용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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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기술동향조사

제 1 절 바이오화학 플랫폼·고부가 소재 개발 연구동향
1. 기술 개요
가. 바이오화학 기초소재 개발 기술의 정의 및 범위
□ 바이오화학 산업은 생물자원의 생산으로부터 지속성장형 화학기술 즉,
생물 공학적/화학적 통합기술을 통해 인간 생활에 유용한 바이오화학
제품, 바이오연료,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 산업을 통칭하며, 해당 산업
은 자연계에서 빛에너지가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무한 재생되는 생물
자원(바이오매스)을 원료로 함
ㅇ 이산화탄소 다량 배출 석유화학 원료를 바이오매스로 대체하여 화학
원료/소재를 생산하는 공정기술임

[그림 5-1] 바이오화학 기초소재 개발 산업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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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바이오화학 기초소재 핵심기술의 특징
□ 바이오화학 기초소재 개발산업은 지구온난화의 주범으로 지목되고 있
는 거대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한 모든 산업의 패러다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기술로, 이를 통해 인류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유지시켜 줄 바이
오화학산업이 주목을 받고 있음
ㅇ 기존의 바이오화학 소재기술은 이산화탄소를 재사용하는 측면에서 출
발하였으나, 비화석연료 등을 활용하여 플라스틱 등으로 전환하면 이
산화탄소의 고정화가 가능해짐
□ 바이오화학 산업은 세계적인 주도권을 향한 경쟁이 치열한 단계로 민
간 의존적인 국내 바이오화학 산업 구조에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
이 시급함
다. 바이오화학 기초소재 핵심기술의 분류
□ 바이오 유기산 생산 기술
ㅇ 바이오매스 등 천연물 유래 원료로부터 화학적, 생물학적 공정을 활
용하여 유기산, 알코올 등 다양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기술
ㅇ 고수율의 바이오매스 유래 유기산 제조를 위한 소재 및 공정기술
ㅇ 대표적인 바이오 유기산으로는 2,5-furandicarboxylic acid (FDCA) 와
젖산 (Lactic acid)로부터 생산되는 바이오 아크릴산(Acrylic acid)을
꼽을 수 있음
□ 생분해성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생산 기술
ㅇ 저가 바이오매스 원료로부터 석유 유래 플라스틱 원료를 대체할 수
있는 유기산, 방향족 및 이의 유도체를 포함하는 플랫폼 화합물을 생
산하는 촉매 공정 실증 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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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고수율의 바이오매스 유래 Polylactic acid (PLA), Polyhydroxy
alkanoates (PHA), Polybutylene succinate (PBS) 등의 중간원료 생산
을 위한 촉매 소재 및 공정 기술
ㅇ 생분해성 플라스틱은 일반적으로 미생물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는 플라스틱을 말하며, 원료의 주성분에 따라 바
이오매스로 부터 유래된 플라스틱과 석유에서 유래된 플라스틱으로
구분
□ 바이오 연료 및 기능성 소재 생산 기술
ㅇ 향후 수송에너지 변화로 인한 저활용 바이오에탄올을 이용한 고효율/
고안정성 바이오 연료 생산 기술
ㅇ 바이오 올레핀 연속제조를 위한 촉매 소재 및 공정 기술
ㅇ 바이오매스로부터 추출해 만드는 바이오디젤 생산 및 부산물(글리세
롤) 활용 기술

2. 시장·산업 현황
가. 시장적 측면
□ 바이오 유기산
ㅇ 대표적인 바이오 유기산으로 알려진 2,5-furandicarboxylic acid
(FDCA)는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로부터 얻을 수 있는 친환경 화학물
질로서, 석유 유래 terephthalic acid (TPA, PET 주원료)의 대체제로서
전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음
- 2018년 기준 전세계 TPA 시장은 8천만톤 규모 수준이며, 2025년까지
연 2% 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TPA 시장의 10%를 친환
경 FDCA로 대체할 경우 연 800만톤 생산에 연 18조원 매출 달성
가능함. (FDCA 가격 2$/kg, 환율 1,100원/US$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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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분해성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ㅇ 전 세계 바이오플라스틱 및 바이오폴리머 시장은 2017년 기준 총 34.6
억 달러 규모임
- 전세계 바이오플라스틱 시장은 2022년 62.6억 달러 규모까지 성장이
예상되며 이는 연평균 성장률 12.59%에 해당하는 수치
- 바이오플라스틱 제품으로는 현재 바이오매스 기반의 원료를 활용한
PE, PET, PLA 및 전분 혼합형 플라스틱(starch blend)이 대부분의
시장을 선점
- 바이오플라스틱의 전 세계 지역별 시장은 EMEA (유럽, 중동, 아프리
카), Americas(남북미), APAC(아시아태평양)의 수요가 각각 약 10억
달러를 넘는 규모로 형성
□ 바이오 연료 및 기능성 소재
ㅇ 최근 탄소중립 및 친환경 제품에 대한 인식이 강화에 따라 운송분야
의 액상연료에서 전기동력으로의 빠른 전환으로 인하여 향후 시장에
나타나는 가격 경쟁력있는 과량의 바이오에탄올을 이용한 바이오매스
유래 모노머에 대한 기업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ㅇ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재생 에너지로서의 바이오디젤 산업
- 바이오디젤은 팜유, 대두유 등의 동식물성 오일로부터 생산되어 재생
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을 활용
- 기존 석유 대비 바이오디젤은 일산화탄소, 질소산화물, 미세먼지, 이
산화탄소의 배출량을 10~35% 감축시키는 것으로 평가
‘19년 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은 약 800만톤에 육박
ㅇ 글리세롤은 바이오디젤 생산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며 바이오디젤
생산량의 증가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과잉공급
- 전세계 바이오디젤 생산량이 약 800만톤에 이르고, 이로부터 약 80만
톤의 글리세롤 부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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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산업적 측면
□ 바이오 유기산
ㅇ 바이오매스 기반의 친환경적이면서 경제적인 불균일계 촉매 공정
FDCA 생산기술 개발을 통해 저렴한 FDCA의 공급으로, 화석원료 기
반의 PET 대체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재생 에너지 기술로 각광받고
있는 MOF 흡탈착 냉장 기술 관련 산업 확대
ㅇ 최근 국내 대기업에서도 석유화학산업의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해
바이오매스 원료로부터 생산되는 젖산으로부터 고수율로 아크릴산을
생산하는 사업을 추진 중으로 원천기술 기반 실증 기술 개발이 필요함
□ 생분해성 플라스틱(바이오 플라스틱)
ㅇ 기존 석유계 플라스틱의 사용으로 인한 국민생활환경 위협요소들을
제거하기 위해 친환경 바이오 플라스틱 제조기술 개발 및 상업화 확
대를 위한 연구 추진 필요.
ㅇ 바이오화학산업 중 생분해성 플라스틱 사업은 세계적인 주도권을 향
한 경쟁이 치열한 단계로 민간의존적인 국내 바이오화학산업 구조에
서 범국가적인 차원의 지원이 시급함
ㅇ 국내 에스터계 바이오플라스틱을 생산하는 기업은 에스엔폴, 지오솔
테크 등의 기업이 있으며 생산량은 회사별 2천 톤 규모로 미미
□ 바이오 연료 및 기능성 소재
ㅇ 세계 바이오 연료 산업은 2000년대 이후 급격히 성장하는 추세
ㅇ 국내에서도 정책적 규제와 에너지·환경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증가로 바이오 연료(올레핀 및 나프타·디젤)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바이오디젤이 상용화되어 정부와 정유사들간
의 자발적 협약에 의해 바이오디젤 0.5%를 혼합하여 사용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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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외 개발 및 사업화 동향 (기술 및 정책 동향)
□ 바이오 유기산
ㅇ 국외 FDCA 관련 연구현황을 살펴보면, Avantium(네덜란드), Dupont
(프랑스), BASF(독일) 등에서 독자적인 FDCA 생산 기술을 확보하였
고, 특히 BASF사-Avantium사의 합작회사인 Synvina는 글로벌 FDCA
생산 선도 기업으로서 연간 약 5만톤 규모로 공장 가동을 목표로
FDCA 생산 공정을 개발 중임
- 최근 바이오매스 촉매 연구 관련 세계 최고 수준의 위스콘신 대학교
의 Dumesic 그룹에서는 물/유기용매 조건에서 HCl을 촉매로 프럭
토스를 HMF로 전환하여 유기용매층에 존재하고 있는 HMF를 회수
하여, 산화반응을 거쳐 최종 FDCA를 생산하는 일련의 공정 기술을
개발 중임
□ 생분해성 플라스틱(바이오플라스틱)
ㅇ 바이오 기반 플랫폼 화합물의 생산은 바이오매스 그 자체를 이용하거
나 화학적 전환 공정만으로도 제조할 수 있지만, 하부 공정의 분리
정제의 편리성 및 선택성, 친환경성의 측면에서 장점을 갖는 바이오
전환 공정을 단독 혹은 병행하여 타겟 물질을 생산하는 방식이 단기
적, 장기적으로 경제적임
ㅇ PLA는 Lactic acid 또는 Lactide로부터 화학적 촉매 또는 효소에 의한
고리 열림 반응을 통하여 합성되는데, 융점이 약 160∼175℃로 기존
난분해성 범용수지와 유사하고 강도가 우수하지만 가공성 및 유연성
이 취약한 단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는 연구 진행 중
ㅇ 생분해 속도를 조절하는 기술로는 전분 또는 화학첨가제를 활용하는
방법, 코폴리머로 중합하여 물성을 변화시키는 방법 등이 개발 중
ㅇ 우리나라도 국외와 마찬가지로 바이오전문기업부터 석유화학기업까지
오래전부터 바이오화학 사업에 많은 투자를 지원해왔으며, 정부차원
에서도 신성장동력 확보정책의 일환으로 바이오화학 원료부터 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R&D 과제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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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 연료 및 기능성 소재
ㅇ 생물기반 에탄올의 경우 처음에는 운송 연료로 개발되었지만 에틸렌
생산 부문에 필요한 원료 화학제품으로 용도가 확장되어, 현재 브라
질 수지 생산기업인 Braskem은 사탕수수 에탄올을 기반으로 한 친환
경 폴리에틸렌(PE)을 생산하고 있으며, 미국 Dow Chemical 역시 현
재 에탄올을 기반으로 한 PE 프로젝트를 개발 중에 있음
ㅇ 바이오에탄올은 브라질 등에서 사탕수수 등으로 부터 발효공정을 통
하여 대규모로 생산되고 상업화되어있다. 이러한 바이오에탄올로부터
촉매적인 탈수 반응을 통하여 바이오에틸렌을 제조하는 상용공정이
개발되어 제품화됨 (Braskem, Chematur, British Petroleum (BP), and
Axens together with Total and IFPEN)
ㅇ 바이오 프로필렌 및 바이오 부타디엔을 얻기 위한 공정은 C3-C4 알
코올류들을 발효공정을 통한 연구는 기초연구 수준이며, 바이오프로
필렌(그린프로필렌)은 약 5개의 제조 경로가 있으나, 아직 상용화된
사례는 없음
ㅇ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 올레핀 제조기술은 탈산소 반응에 기반한 새
로운 촉매반응으로 기존 화석연료 기반한 고온반응 기술과는 다른 촉
매의 수열안정이 우수한 고효율/고안정성 촉매기술 및 에너지/공정
비용이 적은 반응 공정 기술 개발이 필요함
ㅇ 다양한 글리세롤 전환 반응이 연구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수요
가 크지 않거나, 학술적인 수준의 연구
ㅇ 프로필렌글리콜은 글리세롤로부터 전환될 수 있으며, 수요가 매우 크
고 경제성이 높은 플랫폼 케미컬
ㅇ 프로필렌글리콜 제조의 경우, 여러 학문적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실제
상용화까지 도달한 사례는 드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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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시사점
ㅇ 국내 바이오화학산업분야의 기술개발과 산업화가 추진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의 사업화 사례를 제외하고, 체계적인 중장기적 기술개
발전략이 부족한 상황임
- 산업바이오 공통기술은 선진국의 50% 수준임
- 산업원천(비석유계 원료인 바이오매스 기반 바이오화학 기초소재),
바이오 화학실용화센터 구축 등 일부 R&D 및 인프라 구축이 진행중
이나 인프라/R&D/인증/융합기술을 포괄하는 통합적 지원이 필요함
ㅇ 국산 바이오화학제품은 미국 NatureWorks사가 개발한 원료를 전량수
입하여 제품화를 진행하고 있어, 향후 신규 시장에서 주도권 선점 및
수입대체 등의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바이오화학분야 기술개발이 시
급함
- 산업바이오 핵심기술의 개발에는 초기투자 부담, 오랜 기술개발 기간
의 소요 및 결과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기업이 독자적으로 기술개
발을 수행하기에는 부담이 큼
ㅇ 전 세계적으로 플라스틱 제품 사용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석유계
비분해성 플라스틱 대체를 위한 바이오 플라스틱 시장이 급성장에 따
라 글로벌 기업은 바이오플라스틱 제조기술 경쟁력 확보하고 글로벌
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음
- 특히, 유럽은 지속가능한 바이오매스 자원으로부터 생분해성 바이
오플라스틱을 생산하고, 사용 후 버려지는 플라스틱 폐기물을 재
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바이오플라스틱산업을 일방형에서 순
환형 구조로 전환하고 있음
ㅇ 기초 바이오화학 원료 소재는 특정 기업에서 오랜 연구를 통해 경제
성 있는 바이오·화학 융합공정을 개발하여,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나, 국내기업은 협소한 시장규모와 바이오화학 전주기적 요소기
술의 부재로 시장진입이 어려운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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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원전 중대사고 대응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1. 원전 중대사고 대응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개요
가. 원전발생 중대사고
□ 원전 중대사고의 정의
ㅇ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상 7 등급 사고
- IAEA 및 OECD/NEA는 원자력시설의 사건 규모를 일관성 있고 쉽
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제 원자력 사건 등급(INES : International
Nuclear Event Scale)’을 도입
- INES는 원자력관계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의 안전성 중요도에 따라 1
등급에서 7 등급까지 등급을 분류하고 있으며, 이중 중대사고(major
accident, 대형사고)는 7 등급에 해당함
- 중대사고 발생시 한 국가 이외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방사능 피해를
주는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방출됨
ㅇ 중대사고의 사례
- 현재까지 중대사고에 해당되는 사고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구
소련의 체르노빌 원전사고가 있었음
□ 중대사고의 개요
ㅇ 체르노빌 원전사고
- 1986년 4월 체르노빌 원전 4호기의 사고로 인하여 원자로심과 안전
관련 계통이 완전히 파괴됨
- 대량의 방사능이 방출되어 주변지역을 오염시켰으며, 파괴된 원전 주
변으로 핵연료 파편과 흑연이 방출되어 고준위 선량이 유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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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후쿠시마 원전사고
- 2011년 3월 토호쿠 지역의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해수냉각 펌프,
비상디젤 발전기, 파워패널 등이 물에 잠기게 되면서 각 원전의 연
료가 냉각수 밖으로 노출됨. 연료봉 내 방사성 물질이 원자로 압력
용기 내로 방출되었으며 연료 피복관과 증기의 반응으로 수소가 발
생하고 이것이 주격납용기로부터 누출되면서 1, 3, 4호기가 폭발함
- 1, 3, 4호기의 수소폭발로 인하여 대량의 콘크리트 및 금속 잔해가
발생하였으며, 방사성물질이 넓은 지역으로 퍼지게 됨
나. 중대사고 발생 방사성폐기물
□ 중대사고 시 방사성폐기물의 발생 특성
ㅇ 중대사고로 분류되는 사고의 경우 노심의 손상에 따른 핵연료 물질의
방출로 발전소 경계 내부는 물론 외부까지 방사성 물질로 인한 오염
이 발생함
ㅇ 이 때의 방사성폐기물은 발생량 및 발생형태 측면에서 기존 원전의
방사성폐기물처리계통으로는 처리가 어려운 형태로 발생됨
ㅇ 후쿠시마 원전사고로 인한 방사성폐기물의 경우 2014년 11월 기준,
약 8.0×104 m3의 나무, 1.3×105 m3의 잔해물이 발전소 내 저장되어 있
었고, 2027년으로 예정된 핵연료 잔해물 제거가 종료될 때쯤 약
5.6×105 m3의 오염물질이 추가 발생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음. 또한 발
전소 외부의 복원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토양 및 기타 오염물질은 부
피감용 후에도 약 2.2×107 m3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됨
ㅇ 한편, 1,000 MW(e)급 원전은 일반적으로 60년의 운영기간 동안 총
1.5×104

～

2.5×104 m3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발생시킨다고 알려져

중대사고 발생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 방식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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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전 중대사고 대응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특징
가. 중대사고 대응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의 정의
□ 동 조사에서 중대사고 대응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은 다음과
같이 정의됨
ㅇ 원전 정상운전시 요구되지 않는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 원전 정상운전시 발생되는 방사성 오염은 일부 방사선관리구역 내로
제한되며, 기기나 구조물 등의 일부에서 발생됨
- 액체 폐기물에 함유되는 방사성 물질이 한정적임
ㅇ 원전 외부에서 거주성 확보를 위해 적용되는 기술
- 중대사고로 원전 외부에서 오염이 발생할 경우, 단기간에 오염도를
일정수준 이하로 낮출 수 있는 기술이 필요
- 토양, 건축물, 산림 등 거주지역에 인접한 구역의 제염 및 제염 부산
물 관리기술이 필요
나. 중대사고 후 원전 소내외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관리
□ 중대사고시 발생되는 방사성폐기물은 원전에서 방출되는 방사성물질로
오염되어 발생하는 것으로, 토양, 산림, 지표수 및 지하수 등 광범위한
범위에서 다양하게 발생되며 대부분 표면이 오염된 저준위, 다양한 형
태의 폐기물임
ㅇ 중대사고시 단기간에 대량으로 발생하며, 폐기물 발생범위를 사전에
정확히 예측하기가 어려워 사전에 관련 기술의 확보가 불가능함
ㅇ 사고에 따른 영향 최소화를 위하여 단기간에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 하
며, 폐기물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간 처리방식의 기술적용도 가능함
ㅇ 확산된 방사성 물질로 인하여 광범위한 지역에서 폐기물이 발생하므
로, 여러 기관이 폐기물 관리에 관여할 필요가 있으며, 방사성폐기물
처리에 기존 일반폐기물 관리 시설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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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중대사고에 따른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사례
가. 폐기물 저장기술
□ 임시저장시설(Temporary Storage Facility)을 이용한 관리
ㅇ 광범위한 지역 내 여러 곳에서 동시에 원활한 복원활동 이행을 위해
다수의 임시저장시설을 구축하여 활용
- 부지확보를 위해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중앙 및 지방정부 관계자들
의 합의가 필요하였으며, 폐기물 부피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요구됨
- 복원활동 중 발생된 오염 토양과 폐기물은 현장 또는 그 인근의 임
시저장시설 내에 수집하여 보관되며 이후 중간저장시설로 운반되어
저장됨
□ 중간저장시설 (ISF, Interim Storage Facility)을 이용한 관리
ㅇ 발전소외부의 제염과정에서 발생한 방사성폐기물은 임시저장시설에서
중간저장시설로 운반하여 영구처분 전까지 보관하게 됨
- 후쿠시마 현에서 발전소 외부 제염작업을 통해 대량의 제거된 토양 및
폐기물이 발생하였음. 이러한 폐기물과 특정폐기물(>100,000Bq/kg)을
영구처분 전까지 집중적으로 안전하게 관리를 위하여 중간저장시설
이 필요하였음
- 중간저장시설에서 토양 분리시설(Soil Separation Facility) 및 토양저
장시설(Soil Storage Facility)은 2017년 후타바와 오쿠마에서 운영을
개시함
- 토양 내 이물질을 걸러낸 뒤, 토양으로부터의 방사성 물질 외부 유출
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에 매립하며, 매립 중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
집 및 처리 후 배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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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염지역 제염기술
□ 발전소외 광범위한 지역의 정화작업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 후보군
ㅇ JAEA(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에서 발전소외 여러 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제염기술을 권고함
ㅇ 토지 이용분야별 권고되는 제염기술의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으며,
제염특별구역의 제염결과 지표면에서 1 m 공기 중 선량률(air dose
rate)은 제염전과 비교하여 거주지역에서는 60 %, 농지에서는 58 %,
산림에서는 27 %, 도로에서는 42 %의 감소효과를 보였으며, 제염 전
공기 중 선량률이 높은 곳일수록 제염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또한 토양 제거량이 많을수록 선량률 감소효과가 더욱 높아지는 것으
로 나타남
다. 토양 부피감용 기술
□ 토양의 부피감용 관련 검증된 기술
ㅇ 일본 환경성에서는 여러 제염기술을 검증하였으며, 이중 토양의 부피
감용 관련 검증된 기술로 다음의 기술을 제시하였음
- 분류기술 : 세슘이 진흙의 작은 입자에 쉽게 부착되는 특성을 이용하
여 토양으로부터 작은 입자들을 분류해내는 기술(체치기, 세척 등이
사용)
ㆍ평균적으로 80 %의 제염효율을 나타냄 (10,000 ~ 20,000 Bq/kg으로 오염된
토양이 2,000 ~ 4,000 Bq/kg 정도로 제염될 수 있으며 부피 감용율은 60 ~
90 % (토양의 입도분포에 따라 달라짐)에 달함)

- 회전가열(rotation heating)을 이용한 세슘승화 기술
ㆍ새로운 시설의 구축을 고려하여 200,000 엔/톤 (400 톤/일, 10년 운영 기준)
정도의 비용이 고려됨

- 화학적 처리(옥산살과 열을 가하여 세슘 포집)
ㆍ기술 비용은 50,000 ~ 100,000 엔/톤(15 톤/일, 2년 운영 기준) 정도 고려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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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폐기물 매립
□ 소각재 매립
ㅇ 일본 환경성은 소각재의 방사성세슘농도가 8,000 Bq/kg이하인 경우
통제된 영구 매립부지에 처분하며, 방사성세슘의 농도가 이를 초과할
경우 임시 저장하도록 함
□ 특정폐기물의 매립에 기존 일반매립지를 이용
ㅇ 기존의 통제되고 있는 일반 매립지를 국유화하여 지정폐기물 매립에
이용
ㅇ 100 kBq/kg이하의 방사능농도를 가진 폐기물을 대상으로 진행
ㅇ 2017 년~2020 년까지 130,127 개의 용기가 운반되었으나 모니터링 결과
공기 중 방사능 농도에서 유의미한 증가는 없었음
마. 오염토양 재활용 기술
□ 오염 토양의 재활용 검증프로젝트
ㅇ 임시저장소(TSS, Temporary Storage Site)에 저장된 토양을 꽃과 에너
지 작물 경작에 사용하도록 재활용하는 것을 실험 중
- 재활용시설을 구축하여 방사능 농도에 따른 분류 및 품질제어를 하
면서 재활용된 토양에서 이물질을 제거함
- 농지의 지하에 재활용된 토양을 놓고 오염되지 않은 토양으로 덮음
ㅇ 재활용된 토양을 건축자재로 사용하는 것을 검증하는 중
- 토양 내 이물질 제거 및 분류 등 전처리 후 건축자재로 사용하기에
적합하도록 품질을 제어함
- 시험용 제방을 만든 후 공기 중 선량률, 침출수 중 방사능 물질 등을
포함한 여러 지표를 모니터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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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폐수 및 오염수의 처리
□ 발전소 외부 폐수의 처리
ㅇ 폐수는 지붕, 도로 등의 고압수 제염, 제염에 사용된 장비 등에서 발
생함
ㅇ 대부분의 방사성 세슘이 토양 입자에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므로 폐수
처리는 주로 수중 미세토양입자를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
따라서 탁한 정도가 심하거나 고압세척수로 사용된 후 수집된 물이
주로 처리대상이 됨
- 물을 사용한 제염작업 수행시 폐수의 흐름을 고려하여 모래주머니
등으로 폐수 방수로(wastewater discharge channel)를 막아 폐수의
상층부 액체는 방류하고 미세한 입도의 토양을 가라앉혀 수집 및 처
리함
- 폐수 처리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전에 제염작업 대상에 붙어
있는 이끼, 토양, 낙엽 등을 최대한 걷어내고 작업을 수행함
- 방사성물질의 확산방지를 위하여 폐수 방수로에 제올라이트 등을 사
용한 여과장치를 설치하는 것도 고려됨
□ 발전소 내부 오염수 처리기술
ㅇ 다핵종 제거 시설(APLS, Advanced Liquid Processing System)를 이
용한 오염수 처리
- 후쿠시마 원전 손상 핵연료 냉각에 사용된 고오염 냉각수를 정화하
기 위한 수처리 시설로서, 오염수 내 62개 방사성핵종을 집중 제거
하여 ICRP 권고에 근거한 처리수의 해양방출 규제 기준을 충족시키
게함
- 그러나, 오염수 내 삼중수소 및 14C는 제거하지 못함. 따라서 삼중수
소를 처리하기 위한 별도의 희석 과정이 필요하며 희석 후 규제 기
준의 1/40 수준으로 낮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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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원전 중대사고 대응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기술 전망
□ 기술개발의 중요도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ㅇ 중대사고시 필요한 주거지역 제염기술은 현재까지 국내에서 미확보
- 주거지역 제염기술은 원전 해체의 마지막 단계에서도 필요한 기술이
나, 현재까지 해당 기술은 확보되지 않은 상태
- 다만, 우라늄에 오염된 토양의 제염기술은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보
유한 상태이며, 한전원자력연료는 2013 년 일본에 배수로 오염토양
처리장치 공급계약을 한 바 있음
ㅇ 국내는 중대사고시 방사성폐기물관리기술 확보가 안됨
- 운영 중인 원전의 노후화, 인접국가의 원자력발전량 증가, 원전 외
원자력시설의 가동 등으로 사고로 인해 방사성물질이 유출된 후 원
자력시설 내․외부에서 기존 시설로는 처리가 불가능한 방사성오염
물질의 발생 가능성이 있음
-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의 방재대책 관련 사고 후 폐기
물관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임
-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는 기술개발
이 필요함
ㅇ 국제기구에서도 원자력사고시 발생할 수 있는 방사성폐기물 관리 이
슈에 대해 사전에 국가정책과 전략 수립을 권고함
□ 국가차원의 기술개발 로드맵이 필요
ㅇ 중대사고 대응의 구심점은 국가가 되어야 하며, 방사성폐기물이 발생
하는 각 지자체가 국가의 정책에 따라 신속히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활동을 수행하여함. 이를 위하여 중대사고 대응 방사성폐기물관
리기술도 국가 주도로 민간차원에서 용이하게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을
체계적으로 개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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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및 시사점
□ 원전에서 중대사고 발생시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매우 중요한 이슈임
ㅇ 사고의 복구 과정에서의 중요성
- 광범위한 지역에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통해 사
고지역의 복구 및 복원기간 단축이 가능함
- 초기에 방사성폐기물관리방안 및 정책이 수립되지 않을 경우 방사성
물질의 확산으로 2차 폐기물이 발생되어 관리대상이 증가함
ㅇ 비용측면에서의 중요성
- 사고 수습단계에서 제염 및 방사성폐기물관리에 단기간 내 수십 조
원의 예산이 투입이 필요함
- 이러한 비용을 최대한 저감시킬 수 있는 방안제시가 필요함
□ 일부 방사성폐기물은 일본에서도 관리기술을 제시하지 못함
ㅇ 방사성물질로 오염된 동물 사체, 삼중수소 함유 오염수 등은 일본에
서도 처리기술을 제시하지 못함
- 국내에서도 해당기술은 보유하지 못하며, 동물 사체 폐기물의 경우
처리기술을 개발하려 노력 중
- 이러한 방사성폐기물에 대한 기술 개발 시 해외수출도 가능할 것으
로 판단함
ㅇ 또한, 대량의 극저준위 방사성토양의 관리방안제시가 필요함
- 후쿠시마 원전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사고 후 복구단계에서 대량의
오염토양이 발생함
ㅇ 다양한 해외사례에 대한 추가적 자료 확보가 필요함
- 원전에서 발생한 중대사고 사례가 다양하지 않으므로, 본 원고에서
파악한 후쿠시마 원전사례 외에도 다양한 사고 후 복원사례에 대한
자료 확보가 필요함
- 이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관리기술 개발이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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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이차전지 산업에서의 전과정평가 연구동향과 활용
1. 탄소중립과 이차전지
가. 탄소중립과 감축전략
□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탄소배출저감’에서 ‘탄소중립’으로 강화
ㅇ (탄소배출_사업장) 사업장 內 온실가스 배출저감을 위한 국제적 규범
으로 파리 기후변화협약이 채택(‘15)되어 추진(’16)
- 온실가스 多배출 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정된 목표 이하로 배출량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저감목표가 강화될수록 높은 한계오염저감효과가
발생
ㅇ (탄소중립_제품) 탄소중립이 새로운 기후 패러다임으로 부각되면서
‘사업장 온실가스관리’ 방식에서 ‘제품 중심의 관리’체계로 선회
- 주요국의 탄소중립 선언과 동참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현실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사업장 관리 위주에서 제품 관리로 확대·강화
나. 탄소감축과 이차전지
□ 탄소 감축전략(정책)에서 ‘수송’부분은 대표적 감축 산업으로, 에너지
소비의 효율화는 물론 친환경 자동차로의 전환이 주요한 전략
ㅇ 국내 기준, 수송부문은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약 14%를 차지
(‘17), 4차 산업기술을 기반으로 친환경 및 지능화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산업
ㅇ 국내 탄소중립전략에서는 전력(6천만톤) 다음으로 높은 저감 목표(수
송 2.7천만톤)가 설정되어 있으며, 친환경 자동차 보급과 모빌리티 기
술혁신을 전략으로 다양한 감축 사업을 계획·추진 中

111

❚2021년 국가R&D사업 사전분석 전문 네트워크 구축 및 역량 강화

□ 친환경 자동차(전기차가 대표적)는 탄소감축 목표 실현에 중요한 제품
이나, 전과정측면에서 볼때 전기차의 탄소배출 감축효과에 대한 의구
심은 존재
ㅇ 전기자동차 운행기간 동안의 직접배출은 ‘0(제로)’이나 생산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질·공정, 에너지로 인한 전과정 탄소배출을 고려해야 됨
- 일반적으로 전기차가 내연기관차에 비해 탄소배출이 적은 것으로 인
식되고 있으나, 분석에는 다양한 불확실성이 존재하여 상이한 연구
도 존재
ㅇ 전과정 측면에서 전기차의 탄소배출량은 내연기관 보다 적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나, 전력생산 및 배터리의 영향에 따라 감축폭이
상이
- 전기차의 전과정 탄소배출은 전력(주황색)과 배터리(옅은 파랑색)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내연기관(하이브리드) 대비 효과 폭이 변
동
- 배터리의 탄소배출은 사용되는 물질·생산 공정과 함께 지역 전력원
에 따라 변동되며, 또한 사용 지역(환경)에 따라서도 변동
- 따라서, 전과정 측면에서 다양환 요소들을 고려하여 탄소배출량을
파악(비교)해야 하며, 이를 통해 최적의 방식으로 감축효과를 높일
수 있음
□ 탄소중립을 위해서 수송부문의 적극적인 감축사업이 이행되고 있으며,
주로 전기차를 중심으로한 친환경자동차 보급에 초점을 두고 있음, 그
러나 전과정적 측면에서 살펴볼 경우 전기차가 가장 우수하다고 단정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보다 더 세밀한 검토(배터리가 주요)와 기술개
발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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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정평가의 개요

가. 제도개요
□ 제품시스템의 전과정(원료채취, 가공, 생산, 사용, 재활용 및 폐기) 동안
에 투입물과 산출물의 작성 및 잠재적 환경영향을 평가’하는 기법
ㅇ 전과정평가는 유·무형의 제품을 중심으로 이와 연관된 수많은 공정을
살펴보고 여기서 투입·배출되는 물질을 조사·정량화함으로써 대상제
품이 갖는 상대적 환경적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기법

[그림 5-2] 전과정평가의 기본 구성
ㅇ ‘90년대 이후 정책부문에서 활용되기 시작, 기후변화, 국제환경규제
등의 환경이슈에 따라 ’00년대 들어 활발한 연구
- 에너지 및 대규모 R&D 기술개발 사업에서는 LCA를 성과평가 등의
도구로 활용, 국내 ‘탄소자원화 기술개발사업', ’하이테크 섬유기술개
발 사업‘에서도 적용 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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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과정평가 기반 규제 및 규격화 동향
가. 규제 동향
□ 전과정 탄소(내재된 탄소)와 관련되어 최근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제안
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산업계 전반의 대응책 마련이 필요
ㅇ 정책 규제 제도 및 산업계에서도 탄소배출 정보에 기반한 의사결정
및 관리가 강화로 ‘직간접배출’에서 ‘전과정배출’ 관리로 변화
<표 5-1> 전과정 탄소개념을 도입한 규제현황
부문

정책

규제·제도

산업

개요

정책수립을 위한 기초
정보 및 저탄소기술에
대한 성과분석

제품생산 및 구매에
대한 기준설정

모기업의 공급사
환경성 관리

배출허용기준

탄소배출량 확인·관리

목적
사례

현황 및 영향분석
➊ 지표 및 기준
➋ 에너지 기반
R&D 기술평가

➊ 원료,1차 가공품
➋ 완제품
➌ 제품구매

➊ 공급망
전과정 탄소관리

□ (정책) 정책적 의사결정에 필요한 지표(또는 기준), 국가 에너지 관련
R&D 사업 전략수립 및 성과분석을 위한 기법으로의 활용성 증대
ㅇ 지표 및 기준 : 저탄소경제·순환경제 등 최근 새롭게 도입이 추진되고
있는 신규정책의 거시지표와 산업계 현황파악 등을 위한 기초지표로
활용
ㅇ R&D 기술평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저탄소 기술 등 국가 R&D 기술
개발시, 기술개발 전략 및 성과평가를 위한 분석방법론으로 활용
□ (규제·제도) 제품의 생산 및 구매단계에서 전과정 평가 기반의 신규규
제들이 시행(또는 예정), 이의 대응을 위해 전과정 탄소정보의 생성·관
리 필요
ㅇ 원료 및 1차 가공 : 무역 공정성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탄소국경조정
매커니즘이 제안, 제품 전과정에 기반하여 수입제품의 탄소배출량을
기준으로 일정량 이상을 초과할 경우 배출량에 준하여 부담금을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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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완제품 : 완제품에 대해서는 전과정평가를 통해 제품의 전과정 탄소
배출량을 산정하고 관리하기 위한 규제들이 도입되고 있으며, 현재
자동차, 배터리 제품에서 전기전자 및 포장재 등으로 확대가 예상
ㅇ 제품구매 : 국가차원의 친환경 제품구매 촉진은 물론 자국 기업의 제품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제품구매 기준으로 설정
□ (산업) 선진기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제품 전과정 탄소배출량을 저
감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공급사의 탄소정보
요구강화
ㅇ 공급망 전과정탄소 관리 : 공급사에 대한 전과정 탄소정보 요구가 증
가되고 있으며, 자발적 방식에서 의무적 방식으로 강화
나. 전과정평가 규격화 동향
□ 전과정평가는 국제규격(ISO)으로 표준화되었으나, 세부적인 연구 수행
에 있어서는 제품 시스템의 특성을 반영한 개별적 방법론이 요구되며
분석에 사용되는 LCI DB의 품질에 대한 통일된 기준이 필요
ㅇ 이에 국제적으로 전과정평가 기법의 상호인정을 위한 방법론의 통합
과 LCI DB 품질에 대한 국제적 기준이 마련되고 있음
□ (방법론 통합) 유럽에서는 녹색제품단일시장화 계획을 수립하고, 전과
정평가 수행의 일관된 산정을 위한 통합적 방법론 작업을 추진
ㅇ EU PEF : 제품과 서비스, 조직의 자발적 환경발자국 산정을 위한
PEF와 OEF 기법을 개발, 관련 LCI DB 체계구축 및 시범사업 추진
□ (데이터품질 관리) 전과정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제적인 LCI DB 품질관리 체계를 구축, 고품질의 DB 구축에 주력
ㅇ 국제 LCI DB 플랫폼 :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LCI DB의 데이터 품
질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LCI DB 플랫폼’을 구축·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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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차전지 산업의 전과정 영향
가. 이차전지와 환경영향
□ 탄소중립에 따라 전기차의 수요가 최근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며, 이차
전지 또한 안전성, 에너지 집약도, 충전성능과 함께 환경성이 고려되어
발전
ㅇ 전세계적으로 226만대(‘19)의 전기차가 판매(’18년 대비 8% ↑)되었으며,
전기차의 동력원으로 이차전지로 리튬이온 배터리가 사용되고 있음
- 리튬이온배터리 중, LiFePO4와 Li(NiCoMn)O2와 LTO(Lithium
titanate)가 주로 사용되며 이들의 점유비율은 점진적으로 변화
ㅇ 이차전지는 안전성, 에너지 집약도, 충전성능 등 기계적 성능과 함께
환경(탄소배출 등)이 이차전지 개발의 중요한 요건으로 다뤄지고 있음
- 전기차 자체는 운송동안 탄소배출이 ‘0(제로)’이나, 이차전지에 사용
되는 물질, 배터리 생산공정과 재활용 및 폐기시 다양한 악영향이
발생
- 또한, 전기차의 확산에 따라 리튬이온 이차전지의 종류는 다양해지고
있으며, 이들이 갖는 물질구성, 생산공정과 사용·재활용 등의 경로
또한 상이
ㅇ 이차전지의 환경영향을 정량적으로 이해하고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
안으로 전과정평가가 수행되고 있으며, 본 조사에서는 전과정평가 연
구를 기반으로 이차전지(리튬이온배터리)의 환경영향을 개괄적으로
살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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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산단계 : 생산단계에서는 배터리를 구성하는 구성물질의 생산과 이를
통해 cell을 생산하고, 이들을 조합하여 배터리 시스템을 생산하는 단계
ㅇ 배터리 생산에서의 환경영향은 구성물질의 생산(Material production)
과 이를 가공하여 배터리로 만드는 생산공정(Cell and Pack
Manufacturing)으로 구분되며, 일반적으로 구성물질에 의한 환경영향
이큼
- 구성물질의 생산은 원료물질의 채굴(Material Extraction), 이를 소재
화하기 위한 공정(Material Processin)이 포함되며, 가공물질은 음극·
양극·전해질 등 배터리의 기본구성물질과 배터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외·내장 물질 등으로 구성
- 일반적으로 배터리 생산공정은 Cell과 Pack 제조공정으로 구분되어
분석
ㅇ (물질채굴) 배터리에 따라 서로다른, 다양한 물질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망간, 코발트(NMC, NCA) 등이 사용
- NMC, MCA는 리튬, 구리, 알루미늄과 함께 분쟁광물 대상물질로 관리
- 채굴공정의 에너지 소비는 광산별로 매우 상이하여, 환경영향을 분석
할 때 이러한 변수를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음
ㅇ (생산공정) 생산공정은 물질가공(분말)과 가공공정으로 구분하여 분석
되며, 물질의 경우 음극제에 사용되는 NMC가 가공공정의 경우 건조
공정이 주요
- 전체 리튬이온전지에서 물질은 NMC 111분말 생산이 가공공정에서
는 건조공정이 주요한 에너지 소비요인으로 확인
ㅇ (탄소배출) Production phase의 전과정 탄소배출량은 61~106 kgCO2
-eq/kWh battery capacity 수준이며, 신재생에너지 사용 연료대체(천
연가스 등) 등을 통해 배출량 저감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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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과정평가의 활용과 전망
□ 전과정평가 기반의 자동차 규제, 전과정탄소 배출량(탄소발자국) 정보
를 의무화한 배터리 규제 등 전과정 정보구축의 의무적 필요성이 증대
ㅇ 앞서 규제동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차전지 분야에서 전과정평가 기
반의 직·간접 규제가 제정·계획, 제품의 의무적인 정보로 정착이 예상
□ 규제 이후, 해당 정보를 통해 의무적 감축 또는 배출허용기준 등의 환
경기준으로의 사용이 예상되며, 이에 공급망 및 제품 시스템의 변화
요구
ㅇ 캘리포니아 친환경구매법에서와 같이 제품의 평균적 전과정 탄소정보를
기준점으로 활용하거나, 제품·기업의 자체적인 관리 목표로 설정 가능
ㅇ 따라서, 배터리는 물론 주요 제품의 공급망 전반에 대한 전과정 탄소
배출량 정보구축과 이에 기반한 공급망 관리·선정이 예상
ㅇ 또한, 배터리의 재사용, 물질 재활용 등 제품 시스템(사업범위)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배출량을 획기적으로 저감, 새로운 시스템 설계가 검토
□ 전과정평가의 활용을 위한 기본은 일관된 방법론과 사용되는 데이터의
신뢰성이 필수, 국제·국가·산업 단위의 표준화된 방법론 마련과 제품
(산업)의 데이터 품질요구가 강화될 수 있으며, Data에서 information
으로 활용하기 위한 정보 플랫폼 및 정보교환 등으로의 발전이 예상
ㅇ 물질흐름분석은 최근 순환경제 정책과 맞물려 자원관리 기법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다양한 연구사업을 통해 기법개발 및 정보구축이 추진 中
- EU의 순환경제 정책전략은 제품, 비즈니스, 산업으로 구분될 수 있
으며, 산업부문에서 ‘물질흐름분석’을 핵심적 정책도구로 설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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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시사점 및 제언
□ 이차전지(배터리) 산업은 국가 전략산업의 하나로 지속적인 기술 선도
와 산업육성이 필요한 산업, 최근 강화되고 있는 전과정 탄소관리를
위한 기업, 산업측면에서의 기반확보와 함께 정책적 지원방안의 모색
이 필요
ㅇ 기업단위의 경우 전과정에 기반한 탄소정보 생성·관리와 저감, 산업단
위의 경우 산업계 공동의 대응책과 기업지원 체계 구축 등 지원방안
설계
□ (기업단위) 전과정 탄소배출 관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품별 전과
정평가 수행을 통한 정보 확보가 요구되며, 이에 따른 저감방안 도출
이 필요
ㅇ 전과정 탄소 정보생성 및 관리 : 기업단위로 제품별 전과정 탄소배출
량정보를 확인·보유, 제품의 기초단위 정보로 정기적 생성
ㅇ 제품 탄소배출량 저감 : 전과정 탄소배출 관리를 통해 탄소저감 활동
이 에너지 관리에서 물질 관리로 확장, 제품 개발은 물론 사업모델
등을 통해 제품 시스템 전반의 전과정 탄소배출 저감 방안 도출·이행
□ (산업단위) 전과정 탄소정보의 생성은 개별기업 차원이 아닌 산업단위
의 공통된 합의가 필요하며, 산업 內 다양한 기업요구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업지원의 구심체(기관) 필요
ㅇ 산업단위 전과정평가 방법론 마련 : 자동차(배터리), 철강, 섬유 등 제
품군(산업단위) 단위로 전과정평가의 수행과 활용처를 설정·관리
ㅇ 기업 분석지원 서비스 : 전과정평가에 대한 산업·모기업 요구의 대응
과 복잡한 방법론의 일관된 기업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구심체 및 서
비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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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전기자동차용 전력반도체 기술동향과 전망
1. 전기자동차용 전력반도체의 개요
가. 전력반도체의 특징
□ 전력반도체는 전력을 제어하는 반도체로 주로 전압, 전류, 주파수 등을
변환하는 역할을 함
ㅇ 일반적인 반도체 대비 높은 전력 및 주파수에서 동작하며 시스템의
전력효율을 결정하는 역할을 함
ㅇ 전력반도체는 전력 집적회로 (Power Integrated Circuit)과 전력 개별
소자 (Power Discrete)로 구분되며 전력 집적회로 시장 중 전력관리
회로 (Power Management Integrated Circuit, PMIC)가 대부분을 차
지하는 반면 개별소자는 Diode, Thyristor, Transistor로 구분될 수 있
으며 Transistor는 다시 IGBT30), MOSFET31), HEMT32) 등으로 분류됨
나. 화합물기반 차세대 전력 개별소자
□ 기존 Si반도체 대비 넓은 밴드갭과 높은 파괴전계을 가지는 화합물 반
도체를 활용한 전력반도체소자를 의미함
ㅇ 기존 Si 전력반도체 대비 낮은 온-저항 및 높은 온도 안정성, 빠른 동
작속도, 높은 전력변환 효율을 갖는 장점이 있음
ㅇ 대부분의 전력반도체 업체 및 연구기관에서 SiC 및 GaN 전력반도체
제품을 생산 중이거나 개발 중임

30) IGBT (Insulatred-Gate Bipolar Transistor)는 우수한 전류 구동 능력 및 고전압 차단특성으로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장점을 지님
31) MOSFET (Metal-Oxide-Semiconductor Field-Effect-Transistor)는 빠른 동작 속도 및 우수한 효
율을 보이는 장점을 지님
32) HEMT (High-Electron-Mobility Transistor)는 고농도와 고이동도 특성을 갖는 2차원전자채널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에서의 고속 동작 특징을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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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기자동차용 전력반도체 기술 정의 및 특징
□ 좁은 범위에서 전력반도체와 전력 개별소자를 동일한 정의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력반도체소자 개발에 필요한 wafer기술, 설계기술, 공정기
술, 장비개발기술 등을 포함함
가. 전기자동차의 유형
□ 전기자동차는 전기를 구동에너지로 활용하는 자동차로 마이크로 하이
브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풀(Full) 하이브리드, 플러그인(Plug-in) 하
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자동차로 분류할 수 있으며 전력반도체는 배터
리의 충전 및 구동에 필요한 핵심부품임
ㅇ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 저장된 에너지를 사용하여 간단한 스톱-스타트 기능을 제공하는 차
량으로 소형 배터리를 재생 제동하여 충전함
- 5~8%의 연비 향상이 가능함
ㅇ 마일드 하이브리드:
- 별도의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하여 스톱-스타트 기능을 제공하
며 DC-DC 컨버터를 이용하여 팬, 펌프, 에어 컨디셔닝 장치, 인포메
티브 장치 등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음
ㅇ 풀(Full) 하이브리드:
- 300~800V 범위의 고전압 배터리와 고전압 트랙션 인버터를 활용하여
전기모터를 직접 구동하여 주행이 가능하며 별도의 48V 및 12V급
배터리를 활용하여 시스템을 작동함
- 경우에 따라서 300~800V의 고전압 배터리에서 DC-DC 컨버터를 통
해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으며 마이크로 하이브
리드, 마일드 하이브리드 대비 전력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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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플러그인(Plug-in) 하이브리드:
- 풀 하이브리드 전기자동차에 온보드 충전기(On-board charger, OBC)
를 내장하여 고전압 배터리를 외부로부터 충전이 가능함
- 풀 하이브리드 대비 더 많은 개수의 전력반도체가 필요하지만 연비
가 우수하며 배기가스 배출도 적은 장점이 있음
ㅇ 배터리 전기자동차
- 고전압 배터리와 DC-DC 컨버터, 전기모터, 트랙션 인버터로 구성되
어 있으며 순수 전기로만 주행 함
- 스톱-스타트 장치가 불필요하며 온-보드 충전기를 통한 고전압 배터
리의 충전이 필수적임
- 내연기관 대비 시스템이 간소화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력반도체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음
나. 전기자동차의 개발 동향
ㅇ 초기에는 마이크로 하이브리드 및 마일드 하이브리드를 중심으로 전
기자동차가 개발 및 판매되었으며 점차적으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및 배터리 전기자동차의 비중이 커지고 있음
ㅇ 배터리의 경우 초기에는 300~400V급이 주로 활용되어 연비개선을 목
표로 한 소형차에 집중적으로 활용되었지만 최근에는 테슬라, 포르쉐,
벤츠, 아우디, BMW 등의 자동차업체를 중심으로 고출력 전기자동차
를 생산하고 있어 800V급 배터리에의 적용과 1.2kV 이상급의 전력반
도체의 수요가 증가하였음
ㅇ 국내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GM대우에서 소형부터 중형에 이
르는 다양한 하이브리드 기반 전기자동차를 생산 중이며 배터리 전기
자동차의 경우 현대자동차의 아이오닉, 코나, 기아자동차의 소울, 니
로, GM대우의 볼트의 중소형 자동차를 중심으로 생산 중임
ㅇ 최근 현재자동차의 계열 브랜드인 제네시스에서 내연기관 자동차의
단종 및 전 모델의 전자화를 선언하여 고성능 전기자동차로의 시장진
입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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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기자동차에서의 전력반도체 활용분야
□ 전력반도체는 내연기관 자동차 및 마이크로,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에서 스톱-스타트 기능을 위해 탑재되었지만 풀 하이브리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배터리 전기자동차에서는 DC-DC 컨버터, 트랙션 인버터,
온보드 충전기에 추가적으로 활용됨
ㅇ DC-DC 컨버터
- 전기자동차의 시스템 구동을 위한 전력변환이며 구성에 따라 고전압
→48V, 고전압→12V, 48V→12V 등으로 변환할 수 있으며 필요한 전
압 구성에 따라 다양한 전력반도체가 필요함
- 기존에는 Si 기반 SJ (superjunction) MOSFET, IGBT를 활용하였으며
최근에는 점차적으로 SiC MOSFET으로 대체되고 있음
ㅇ 트랙션 인버터
- 전기모터 구동을 위한 고전압 DC→AC 전력으로의 변환이며 전력변
환 효율과 빠른 스위칭, 고온 동작이 중요한 요소임
- 기존에는 650V IGBT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1.2kV 또는
1.7kV급의 SiC MOSFET이 점차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
ㅇ 온보드 충전기
- 외부 충전기(AC)에서 고전압 DC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한 전기자동
차에 내장된 충전기로 전기자동차 배터리의 충전시간을 결정하는 요
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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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국내 SiC 전력반도체 기술개발 동향
가. SiC 전력반도체의 필요성
□ Silicon Carbide (SiC) wafer를 비롯한 소재, wafer를 활용하여 공정을
수행한 전력반도체 칩, SiC 전력반도체 칩을 집적한 모듈을 포함함
ㅇ SiC는 3.2eV의 밴드갭을 가지며 이는 기존 Si 대비 약 3배임
ㅇ 또한, SiC 넓은 밴드갭을 바탕으로 Si 반도체 대비 약 10배의 임계전
계, 1×10-15배의 순수캐리어 농도를 가져 낮은 온-저항 및 높은 전력변
환 효율의 전력반도체 소자를 개발할 수 있으며 주변 회로 및 냉각시
스템을 간소화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ㅇ 또한, 동종접합을 활용한 에피 성장이 가능하여 수직형 전력반도체에
적용할 수 있으며 이온주입을 통한 n형과 p형 반도체 제작, 산화공정
을 통한 SiO2 게이트절연막 성장이 가능하다는 특징으로 인해 기존
Si 공정과 유사한 전력반도체 구조 및 공정을 가지는 장점이 있음
ㅇ Gallium Nitride (GaN)은 SiC 보다 더 큰 3.4eV의 밴드갭을 가지며
채널의 전자이동도가 SiC 대비 약 8배 이상 높아 빠른 동작이 가능하
다는 장점을 바탕으로 전기자동차용 온-보드 충전기로의 적용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었지만 최근 전기자동차가 배터리 전압이 800V로 승
압하는 흐름으로 인해 SiC 전력반도체가 GaN 전력반도체를 대체한
상황임
ㅇ SiC 전력반도체를 전기자동차용에 적용할 경우 차량의 경량화, 시스
템의 간소화, 주행거리 향상의 장점이 있어 전기자동차 개발의 핵심
부품이라 할 수 있으며 본 보고서에서는 전기자동차용 SiC 전력반도
체를 중점으로 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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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C wafer
□ SiC 전력반도체를 제작하기 위한 원재료에 해당하며 고농도층의 기판
wafer과 고농도층과 저농도층이 적층된 형태인 에피 wafer로 분류됨
(1) 국내 동향
ㅇ 한국세라믹기술원을 중심으로 SiC 기판 성장이 연구·개발되어오고 있
으나 양산화를 위한 품질 확보 및 대구경화에 도달하지 못한 상황임
ㅇ 국내의 SiC 에피 wafer의 연구·개발은 해외 업체로부터 구매한 SiC
기판 wafer를 활용하여 진행되어왔으며 포항산업과학연구원, LG이노
텍에서 주도하였었지만, 현재 연구·개발이 중단된 상황임
ㅇ 차후 SK실트론에서 SiC 기판 wafer와 함께 에피 wafer를 함께 생산
할 예정이며 전기자동차용 SiC wafer의 국내 수급 불안정 문제는 점
차적으로 해결될 것으로 판단됨
(2) 국외 동향
ㅇ Cree, II-VI, Dupont을 일부 업체가 기판 wafer 기술개발을 주도하고
있으며 Dupont은 국내의 SK 실트론에서 인수한 상태임
ㅇ Cree, II-VI의 경우 자체적인 SiC 에피 wafer 제작 기술을 활용하여
에피 wafer를 생산 중이며 이 외의 업체들은 기판 wafer를 구입 후
에피 성장 후 판매하는 사업을 진행 중임
ㅇ 상기 업체를 제외한 대표적인 국외 SiC Epi wafer 생산 업체는
Showadenko, TYSTC, EpiWorld, Sumitomo Electrtic이 있음
ㅇ SiC 전력반도체의 선진사의 경우 SiC 에피 성장기술을 점차적으로 내
재화하고 있으며 전기자동차 분야에서 필요한 SiC 에피 wafer 생산에
대한 기술도 성숙되어 기술의 연구·개발 비중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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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C Diode
□ 전류가 특정 방향으로 흐를 수 있도록 정류 역할을 하거나 Transistor
의 Turn-off 스위칭 손실 저감을 위한 Free wheeling 역할을 함
(1) 국내 동향
ㅇ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트리노테크놀로지, 파워마스터
세미, 예스파워테크닉스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 개발하였음
ㅇ Transistor 대비 간단한 구조 및 공정으로 인해 파워마스터반도체, 예
스파워테크닉스 등에서 1.2kV급 제품의 양산화에 성공하였으며 응용
분야의 다양화를 위해 1.7kV급 및 650V급의 제품을 추가 개발 중임
ㅇ 현재 부산테크노파크 산하의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에서 1.2kV급 SiC
Diode의 공정을 서비스하고 있으며 공정시설을 갖추지 못한 국내 팹
리스 업체에서도 SiC Diode의 개발 및 생산이 가능한 상황임
(2) 국외 동향
ㅇ 기존 Si 기반 Diode 제품을 보유한 대부분의 전력반도체 업체에서
SiC 기반 Diode 연구·개발 및 생산하고 있음
ㅇ 개별소자 형태의 패키지 소자 및 Si IGBT와의 결합된 모듈 형태, SiC
MOSFET과 결합된 모듈 등의 다양한 형태로 개발되고 있으며
Wolfspeed 등의 일부 업체에서는 Bare chip 형태의 제품도 생산 중임
ㅇ Si IGBT의 경우 Free wheeling diode의 적용이 필수적이며 SiC
Diode와 결합할 경우 큰 장점을 보이는 반면 SiC MOSFET의 경우
SiC Diode와의 결합이 필수적이지 않으며 필요할 경우 SiC MOSFET
과 Diode를 결합한 모듈 형태로 제품 판매가 가능하여 SiC Diode 단
품으로의 판매를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됨

126

제 5 장

기술동향조사❚

라. SiC MOSFET
□ 전압형태의 입력신호를 인가받아 증폭하거나 스위칭하는 3단자
Transistor의 일종
(1) 국내 동향
ㅇ SiC MOSFET의 높은 설계 및 공정 난이도로 진입장벽이 높은 특징이
있으며 주로 한국전기연구원,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등과 같은 정부출
연연구소를 중심으로 연구되어 왔음
ㅇ 트리노테크놀로지, KEC, 광전자, 예스파워테크닉스와 같은 중견기업
에서는 상기 정부출연연구소와 국책연구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
SiC MOSFET을 개발하였지만, 예스파워테크닉스에서 유일하게 SiC
MOSFET의 양산화에 성공한 상태임
(2) 국외 동향
ㅇ 미국의 Cree에서 SiC 기판 wafer 생산기술을 바탕으로 SiC MOSFET
기술개발을 선도해왔으며 계열사 분사를 통한 Wolfspeed를 창립함으
로써 900V, 1.2kV, 1.7kV급 SiC MOSFET을 집중적으로 개발하고 있
음.
ㅇ 일본의 경우 Rohm과 Toshiba에서 1.2kV급 SiC MOSFET을 생산 중이
며 SiC trench MOSFET을 업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하였지만,
Wolfspeed사의 비약적인 특성 향상을 보이지 않으며 전기자동차로의
적용을 위한 신뢰성 분석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임.
ㅇ Si MOSFET분야의 선두기업인 Infineon에서는 후발주자로서 1.2kV급
SiC trench MOSFET을 개발하였으며 Si MOSFET 개발 경험을 바탕
으로 SiC MOSFET 시장에 빠르게 진입하여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
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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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iC 전력반도체 파운드리
□ SiC Diode 및 MOSFET의 생산을 위한 공정을 제공하는 서비스 또는
사업 형태
(1) 국내 동향
ㅇ SiC 전력반도체를 개발하는 대부분의 업체는 Si 전력반도체 사업을
기반으로 하여 사업을 확장하는 형태이며 Si 전력반도체 전용의 팹을
갖추었거나 팹을 갖추지 않은 팹리스의 형태가 대부분이며 SiC 전력
반도체를 개발하는 초기 단계에서의 시제품 제작을 위해서는 파운드
리가 반드시 필요함
ㅇ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한국나노융합기술원에서는 일부 공정을 제외한
SiC 전력반도체의 공정이 가능하지만, 전 일괄공정이 어려운 점으로 인
해 SiC 전력반도체의 파운드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임
ㅇ

부산테크노파크

산하의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에서는

현재

SiC

MOSFET에 대한 표준공정을 개발하고 있으며 개발이 완료되면 국내
에서의 SiC 전력반도체 개발에 대한 진입장벽을 현저하게 낮출 수 있
을 뿐만 아니라 전세계 시장의 점유율 확대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2) 국외 동향
ㅇ 미국의 경우 Power America 사업을 통해 육성한 X-Fab에서 6인치 기
반의 1.2kV급 SiC MOSFET 공정 및 대량생산이 가능하게 되면서 전
기자동차용 SiC MOSFET 시장이 급격하게 확대됨
ㅇ 대만의 Episil의 경우 4인치 기반 SiC MOSFET의 파운드리를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최근 6인치 공정의 개발을 성공하여 서비스를 시작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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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기자동차용 SiC 전력반도체 시장현황 및 전망
가. SiC 전력반도체 분야 시장현황 및 전망
ㅇ 온보드 충전기의 경우 폭스바겐에서 SiC Diode를 적용하고 있으며
BorgWarner, BYD, 르노, 닛산의 경우 SiC Diode 및 SiC MOSFET을
적용하기 위한 준비 중임.
ㅇ 트랙션 인버터의 경우 포뮬러 제작업체인 Venturi에서 Rohm사의 SiC
Diode를 2016년부터 채택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SiC Diode와
MOSFET이 결합된 모듈을 적용하고 있음. 테슬라의 경우 2018년부터
Model 3에 SiC 모듈을 적용하고 있으며 Model S와 X로 확대 적용
예정임. McLaren, BYD, Honda, Toyota, 벤츠, BMW 등에서 향후
SiC 모듈을 적용 예정임.
ㅇ DC-DC 컨버터의 경우 BYD사에서 SiC Diode와 MOSFET이 결합된
풀모듈을 적용을 준비 중임.
ㅇ SiC 전력반도체 시장에서 현재 기준으로 SiC Diode 개별소자가 약
20 – 25%, SiC Diode와 Si IGBT가 결합된 모듈이 약 10 – 15%,
SiC MOSFET 개별소자가 15 – 20%, SiC Diode와 SiC MOSFET이
결합된 모듈이 40 –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SiC Diode와 SiC
MOSFET 점유율이 점차적으로 확대되면서 자연스럽게 SiC Diode 개
별소자 및 SiC Diode와 Si IGBT가 결합된 모듈의 점유율이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며 2024년에는 SiC 풀모듈이 전체 시장의 50%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ㅇ SiC 전력반도체의 수요 급증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체 전력반도체
시장에서 SiC가 차지하는 비중은 약 4%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자동차 업체에서 전기자동차 생산 계획을 확대 수정하고 있으
며 SiC wafer 생산시설의 확충 및 SiC 파운드리의 활성화로 인해서
2023년 이후 SiC 전력반도체가 차지하는 시장 점유율은 급증할 것으
로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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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SiC 기판 wafer부터 패키지까지의 전 과정을 자체적으로 생산하는 업
체는 Wolfspeed가 유일하며 Rohm, STMicroelectronic, Microsemi,
Infineon, Bosch, Mitsubishi, Toshiba, CRRC, Panasonic, Toyota 등은
SiC 에피 성장부터 패키지까지의 자체적으로 수행하며 에피, 공정, 패
키지 등의 부분적인 단계에 집중하는 업체에는 Showadenko, TYSTC,
Epiworld, GeneSiC, Littlefuse, Episil 등이 있음.
ㅇ SiC 전력반도체에 대한 매출은 2018년도 이전까지는 Wolfspeed가 계
속하여 1위를 차지하였었지만 2019년부터는 STMicroelectronic이
Wolfspeed를 재치고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의 Model 3
및 X, Y에 STMicroelectronic사의 SiC 전력반도체 모듈이 채택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됨
ㅇ STMicroelectronic, Wolfspeed, Rohm, Infineon, Mitsubishi, On
semiconductor 등을 포함한 소수의 전력반도체 업체에서 전체 시장의
약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러한 업체 대비 국내업체는 아직까지
매출이 미미한 수준임
나. SiC wafer 분야 시장 현황 및 전망
ㅇ 2018년 기준 Wolfspeed가 전체 시장의 62%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
였으며 II-VI의 경우 16%, SiC-Crystal이 12%를 각각 차지하였음
ㅇ 1위를 차지한 Wolfspeed의 경우 점차적으로 미국 내의 매출 대비 미
국 외의 매출이 증가하고 있음
ㅇ Wolfspeed사에서 준비 중인 뉴욕주의 45만m2 규모의 8인치 SiC 생산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된다면 2017년 대비 생산능력이 약 3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8인치팹을 보유한 업체에서도 SiC 전력반도
체의 개발할 수 있으므로 전체적인 SiC 전력반도체 시장이 확대되고
Wolfspeed의 SiC wafer 점유율도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ㅇ II-VI의 경우 생산라인의 확장을 준비하고 있으며 SK실트론이 Dupont
을 인수하고 SK실트론의 미국법인인 SK실트론CSS이 미국 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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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을 증설하면서 2025년까지 60만장까지 생산능력을 증설할 계획을
세웠으며 이 경우 세계 시장점유율은 기존 최대 26%까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됨

5. 결론 및 시사점
□ 최근 전기자동차 시장의 급성장과 함께 핵심부품인 고전압 전력반도체
가 부각되고 있으며 테슬라를 시작으로 빠른 속도로 기존의 Si 전력반
도체를 대체하고 있음
ㅇ 전기자동차용 트랙션 인버터 및 DC-DC 컨버터 뿐만 아니라 GaN 전력
반도체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온-보드 충전기 분야에서도 SiC 전력반
도체가 활발하게 채택되고 있으며 SiC 전력반도체의 장점을 활용한
800V급 배터리 시스템을 적용한 전기자동차 시스템이 일반화되고 있음
ㅇ Tesla와 STMicroelectronic 그리고 GM과 Wolfspeed가 대규모 SiC 전
력반도체 납품 계약을 맺으면서 SiC 전력반도체 및 Wafer의 공급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
ㅇ 전기자동차로의 전환 시기에 기술의 우의 선점 및 점유율 확대를 위
해 SiC 전력반도체의 수급 능력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잡고 있음
ㅇ 국내 자동차업체로 전기자동차용 모터를 납품하는 업체의 경우 국외
전력반도체 업체로부터 SiC MOSFET을 원활하게 공급받지 못하는 상
태이며 반도체-모터-자동차로 이어지는 밸류체인을 형성하기 위해서
는 SiC 전력반도체의 국산화 기술의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ㅇ 국내에서는 전기자동차용 전력반도체의 연구·개발 전문인력이 부족하
여 대학을 중심으로 한 전력반도체 인력 양성이 필요함
ㅇ SiC 전력반도체 개발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국산화에 성공하기 위해서
는 파워반도체상용화센터의 성장과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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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위한 영상분석 기술동향과 전망
1.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위한 영상 분석 기술의 개요 및 필요성
□ 치안 환경 변화에 따른 국민 안전 대응 필요성 증대
ㅇ 사회 변화 가속화 및 다양화·지능화·전문화되고 있는 신종 범죄에 따
른 치안 환경의 복잡성·불확실성의 심화, 외국인 유입에 따른 외국인
범죄 증가, 사회적 약자 대상 범죄 증가 등에 의한 국민 안전 위협
증가 추세
□ 사회적 약자 보호 체계 구축 필요
ㅇ 노령화 등에 의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노약자·치매환자·중
증 장애인 실종 등에 대한 지속적 대응 체계 구축 필요
ㅇ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 실종 아동등 수는 연간 약 40,000명에 육박하며,
대상자의 얼굴 및 신원 정보 등 지능형 관제시스템 및 영상 분석 기술
을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위치 추적 및 이동 경로 예측 필요성 증대
□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위한 영상분석기술의 필요성
ㅇ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신속한 신원확인 및 동선추적을 위해 현 지능형
인식 및 탐색 기술 수준의 한계 극복 필요
ㅇ 기존 인프라 활용 증대 필요
- 신원확인을 위해 고해상도 CCTV 등이 최근 설치되고 있으나, 여전
히 사각 지역이 존재하며 이에 따른 현 관제 시스템의 지능화 및 고
도화가 필요
ㅇ 실종아동의 경우, 1명 당 약 5억 7천만 원 정도의 사회적 비용이 발
생하며, 연간 약 20,000여명의 실종아동 발생으로 약 12조의 사회적
비용 발생
ㅇ 영상분석기술 기반의 지능형관제센터과 같은 사회안전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적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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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위한 영상 분석 국내외 기술 현황
가. 국내 기술 동향 및 수준
□ 영상 전처리 기술
ㅇ 해상도 개선 기술
- 서울대학교는 단일 영상의 해상도 향상을 Residual Block의 연속적인
결합으로 네트워크를 통과시키며 특정해상도 향상에 최적화된 네트
워크가 아닌 다양한 스케일향상에도 적합한 네트워크 개발하여 IEEE
CVPR 2017의 Super-resolution Challenge에서 우승을 차지함
- KAIST는 영상의 Wavelet 변환 결과를 딥러닝 네트워크의 입력으로
하고, 추정된 결과 또한 고해상도 영상의 Wavelet Transform과 저해
상도 영상의 Wavelet Transform의 차이를 학습시키는 방식을 통해
성능을 향상시킴
- 전자부품연구원에서는 딥러닝을 활용하여 저화질 원거리 CCTV 영상
을 고화질로 복원시키는 기술을 개발함
ㅇ 얼굴 복원 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임의의 포즈·표정 얼굴 한 장으로부터 주
로 정면으로 촬영된 gallery 얼굴들의 인식률 향상을 위해 다양한 포
즈의 입력 얼굴 영상에 대한 정면화 기술을 개발함
□ 신원 확인 기술
ㅇ 얼굴 인식 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단일 얼굴 영상 기반 얼굴 인식 기술을
보유하고 있음. 비제약 환경에서 촬영한 포즈와 표정이 다양한 얼굴
사진 한 장으로부터 3차원 얼굴로 복원 후 정면화(frontalization) 및
표정의 정규화 (expression normalization)를 통해 입력 사진의 비제
약 요소를 제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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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SPP(Single Sample Per Person)의 부족한 트레이닝 사진 수를 늘리
기 위하여 복원된 3D 얼굴을 다양한 포즈 및 표정으로 변환하여 새
로운 synthetic 얼굴들을 만든 후, 이를 바탕으로 비제약 환경의 얼굴
들로부터 인식 가능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함
□ 동선 추적 기술
ㅇ 단일 및 다중 객체 추적 기술
- 포항공과대학교(POSTECH)에서는 사람 검출기와 추적기를 결합하여
신체 일부의 가려짐, 자세의 변형, 장면 전환 등에 강인한 추적 기술
을 개발하였음
ㅇ 단일 또는 이종 센서 기반 보행자/차량 재식별 기술
- 연세대학교는 세계최초 이종센서 정합을 위한 표현자 생성 기술을
개발하였음
- 광주과학기술원(GIST)은 다중 카메라에서 사람을 재식별 하는 기술
을 개발하였음. 이 기술은 차량인식에 제한적이며 랜덤 포레스트 기
반 기술로 최근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있는 딥러닝 기술의 정확도에
미치지 못함
ㅇ 비디오 요약 기술
- 한국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영상 내 움직이는 객체들을 사용자 요구
에 따라 시간별·공간별로 그룹화 하여 최적화된 비디오 요약 기술을
개발함
ㅇ 지능형 CCTV 통합 관제
- DGIST 미래자동차융합연구센터는 딥러닝 기술을 개발하여 IEEE
CVPR 2017의 Traffic Surveillance Workshop & Challenge 경연에서
차량 식별 분야에서는 97.95%의 인식률을, 차량 검출 분야에서는
79.24%의 정확도를 기록하며 두 가지 분야 모두에서 우승을 함
- 표준과학연구원(KRISS)에서는 밤이나 비가 오는 상황에서도 원거리
식별이 가능하며, 객체가 나타났을 경우 물체의 온도를 통해 사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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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출하고 위치 좌표를 획득, 좌표에 따른 좌우 회전, 줌인 등을 제어
함으로써 최대 60m 거리에 있는 사람을 추적해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시스템 기술 개발
□ 법제도 현황
ㅇ 현재 국내에서 실종자 수색을 위한 정보의 활용은 개인정보보호법과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원을 위해 법률(실종아동법)에서 규율하고 있
으며, 동법에서 실종아동전문기관과 경찰청을 실종아동등 보호 및 지
원을 위한 유관기관으로 지정
ㅇ 경찰청 산하의 실종아동찾기센터에서는 전국에서 발생하는 모든 실종
아동등(18세미만 아동과 지적장애인, 자폐성장애인, 정신장애인) 및
치매질환자 찾기에 대한 책무를 부여받아 수행하고 있음
ㅇ 지능형 CCTV의 개발과 실용화를 위해서는 실종 아동 등 신원 확인
대상자 및 가족, 그리고 CCTV에 촬영되는 보행자들의 영상 등 개인
정보 노출과 관련되어 있어 법률적인 문제가 될 수 있어 법적 검토가
필요함
ㅇ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 처리, 정보주체 등의 개념을 정의하
고, 개인정보는 보호하는 것을 원칙을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의 수
집 및 이용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수집 당시의 목적의 범위 내에서
만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예외의 근거와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ㅇ 실종아동법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하여 실종아동등의 보호와 지
원을 위한 정보연계시스템 및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책무, 경
찰청장에 대해서는 실종아동등의 발견을 위한 수색 및 수사, 유전자
검사대상물의 채취 등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연구, 개인정보 수집 및 관리, 시스템 연계 등을 위한
근거 규정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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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국외 기술 동향 및 수준
□ 영상 전처리 기술
ㅇ 해상도 개선 기술
- 홍콩대학교 (Chinese University of Hong Kong)는 기존의 초해상도
네트워크와 원래 영상의 차이를 학습하는 추가적인 네트워크를 연속
적으로 붙여나가면서 초해상도 기술의 성능 향상을 도모함
-

미국의

일리노이

대학교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는 저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의 차이를 저
해상도 네트워크와 고해상도 네트워크의 연속적인 연산으로 학습하
는 초해상도 기술을 제안함
ㅇ 얼굴 복원 기술
- 이미지 기반 정면 얼굴 복원 기술 연구는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이
되었음. 기존의 정면 얼굴 복원 연구는 낮은 해상도의 이미지에서
보통 진행이 되어왔음
- 3D Morphable Model(3DMM)을 활용한 3D face reconstruction 분야
에서도 deep-learning이 많이 활용되고 있음. 특히 최근에는 texture
parameter를 사용하여 얼굴 정점의 색상을 표현하던 기존의 3DMM
의 방식에서 벗어나 대량의 고해상도 텍스쳐 이미지를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로 학습시켜 질 높은 얼굴 텍스쳐를 가진 3D
얼굴 모델을 구성하는 논문도 소개된 바 있음
□ 신원 확인 기술
ㅇ 얼굴 인식 기술
- 얼굴인식 기술은 얼굴 데이터베이스의 확장과 함께 전통적인 방법인
기하학 기반 접근방식, 외형 기반 접근방식과 최근의 딥러닝 기반
방법으로 발전해 왔으나 외형 기반 방법과 딥러닝 기반 방법은 각
클래스 당 포함하고 있는 학습 데이터 수에 영향을 많이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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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얼굴 데이터베이스
- 지속적인 비제약형 얼굴 인식의 성능 향상을 위한 학습용 대규모 얼
굴 데이터베이스가 공개되고 있으며, 영국 Oxford 대학의 VGG 그룹
에서는 2015년 공개한 VGGFace 데이터베이스보다 많은 클래스 수와
영상수를 확보하여 2018년 VGGFace2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함
- VGGFace2 데이터베이스는 대상자의 다양한 연령대를 포함하고 있
고, 기존에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들이 드물게 포함하는 극심한 포즈
변화에 대한 영상 또한 포함하고 있음. 또한, 안경, 선글라스, 모자
등 다양한 액세서리 착용에 대한 영상 또한 포함하고 있어 기존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들 보다 비제약적 환경을 고려하여 구성된 데이
터베이스로써 활용되고 있음
□ 동선 추적 기술
ㅇ 단일 및 다중 객체 추적 기술
- 미국의 아이오이미지(iOimage)는 정부/공공기관 및 상업기관의 침입
자, 차량 및 위험요소들에 대한 실시간 감시, 경보, 추적을 할 수 있
는 네트워크 장비 및 솔루션을 출시하고 있음
ㅇ 단일 또는 이종 센서 기반 보행자/차량 재식별 기술
- 영국의 비전세만틱스(Vision semantics)와 퀸매리 대학교(Queen
Mary University of London)가 공동 개발한 기술은 다중 스케일
(Multi Scale) 특징점 생성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대상의 크기변화에
강인한 딥러닝 네트워크를 개발하였음
ㅇ 비디오 요약 기술
- 이스라엘의 BriefCam사가 비디오 요약 시장을 선도 하고 있으며, 대
용량의 비디오를 단시간의 비디오로 축약하여 사용자의 영상 분석
시간을 단축시켜주어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해
결 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해줌. 현재 경찰청에서 수사 목적으로 사
용 중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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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능형 CCTV 통합 관제
- 미국의 연방수사국(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은 초고속으
로 범죄자나 특정인의 신원을 확인 할 수 있는 안면인식 시스템을
연구하고 있으며, 차세대 신원확인 기술로 보행자를 인식하고 보행
자의 걸음걸이를 자동 인식해 특정 인물을 조회 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함
- 미국의 엔비디아(NVIDIA)는 GPU 기술을 토대로 지능형 영상분석
기반으로 인공지능 도시(AI CITY)를 구축해 도시 스스로 이상 상황
(이상 징후, 범죄, 자연 재해 등)을 감지하고 스스로 해결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딥러닝이 적용된 CCTV는 단순 영상 촬영과 저장을 넘
어서 실시간 영상에 기반한 실시간 분석이 가능하지만, 도시 당 수
만대에 이르는 CCTV를 모두 교체하기에는 비용적인 한계가 존재함
□ 법제도 현황
ㅇ 개인정보에 대해 두텁게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과학치안을
위해 개인정보 및 범죄정보를 수집, 활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의 이
용 및 공유를 통한 이익을 중요한 가치로 보고 두 가치의 양립을 위
해 법적인 한계를 규정하고 있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주로 기술적
인 방법(비식별처리. de-identification)으로 해결
ㅇ 외국에서는 연구목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경우 그 허용범위가
넓음. 예를 들어 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에서는 연구목적의 경우 가
명처리나 암호화를 전제로 당초 수집목적을 벗어난 이용 가능하며,
미국의

의료프라이버시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PA) 및 프라이버시법(The Privacy Act)에서
연구목적의 경우 개인정보법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정 대상에서 제
외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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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위한 영상 분석 기술 국내외 시장 현황
및 전망
□ 신원 확인 관련 기술 국내외 시장 동향
ㅇ 얼굴 나이 인식 및 나이변화에 강건한 신원 확인 기술
- 전세계 안면인식 시장을 기술별로 살펴보면, 2D 안면인식과 3D 안면
인식으로 구분되며, 2016년 기준으로 3D 안면인식이 52.78%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나타냄
- 3D안면인식은 2016년 12.4억 달러에서 연평균 23.83% 성장해 2021년
36.1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2D안면인식은 2016년 11.1억 달
러에서 연평균 21.01%로 증가해 2021년에는 28.8억 달러에 이를 것
으로 전망함
□ 동선 추적 관련 기술 국내외 시장 동향
ㅇ 영상감시 시장분야
- 2021년에는 설치가 쉽고 관리가 쉽고 모니터링 기능이 향상되어 보
안 카메라부문이 전체 시장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차지함
- 영상카메라의 시장 규모는 2021년 135.3억 달러에서 2026년 198.7억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며, 7.9%의 시장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전망함
- 감시 애플리케이션에 사용되는 보안 카메라는 더 나은 품질의 이미
지를 얻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술적 진보를 겪고 있음.
- 보안 카메라가 제공하는 간편한 설치 및 고급 모니터링 기능은 영상
감시 시장의 성장을 가져오는 요인이기도 함
ㅇ CCTV 통합 관제
- 시장조사기관 Frost&Sullivan에 의하면 세계 영상보안 장비 시장
(CCTV 감시카메라 시장)은 2015년 340억 달러에서 2021년에 630억
달러로 연평균 10.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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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시장은 2015년 6.6억 달러에서 2021년 26억 달러로 연평균
25.8% 성장할 것으로 추정됨
- 최근 지능형 영상분석을 통해 단순 감시 및 관제에 머무르고 있던
영상 보안 서비스가 마케팅 연계, 유통동선 연계, 안전지역 설계 등
새로운 분야의 영상보안 시장을 개척, 고도화 하고 있음
- 지능형 CCTV 관련 글로벌 시장규모는 2012년 3억 1,790만 달러,
2013년 3억 9,390만 달러에서 2010~2025년까지 연평균 약 31%의 고
성장을 지속할 것으로 추정됨
- 비디오 분석 구현, 비디오 감시 시스템의 설치 및 고화질 카메라 사
용 및 물리적 보안의 필요성은 CCTV 비디오감시 시장의 성장을 좌
우하는 중요한 요인 중 일부임
- 전 세계 CCTV 영상 감시 시장은 2017~2021 년 동안 연평균 7.18%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 말까지 227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됨. 신흥 경제의 보안 강화 및 인프라 증가 경향은 향후 비디오
감시 시장이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핵심 요인임
ㅇ 프라이버시 보호 관련 기술
- 정보 보안은 정보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네트워크 보안, 콘텐츠
보안, 웹 보안, 메시지 보안, 식별 및 접근 관리, 취약점 관리 등을
포함함
- 물리 보안은 물리적 자산 및 인적 자산을 보호하는 것으로서 영상
감시, 출입 모니터링, 접근 통제 제품 및 시스템, 물리적 방화벽, 개
인 보호 장비, 바이오 인식 제품 등을 포함함
- 보안전문 매거진 시큐리티월드 리서치팀에 의하면, 2020년 기준 국내
보안 시장 규모는 3조 9,367억 규모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됨
- 중소기업청 R&D 지원 사업에 신청한 과제 중 정보보호 관련 과제를
분석하여 정보보안(61.2%), 융합보안(23.0%), 물리보안(15.9%) 순으로
기술 개발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분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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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조사기관 MarketsandMarkets Analysis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 세계 정보보호산업 시장 규모는 정보보안이 1527억 달러로 841억
달러인 물리보안보다 큰 규모를 가지며, 2023년 시장 전망으로는 정
보보안이 2482억 달러, 물리보안이 1194억 달러로 예상됨
- 미국의 정보보호 시장 규모는 세계 약 1/3 이상으로 최고 수준을 유
지하고 있으며, 특히 미국 정부의 투자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4. 결론 및 시사점
□ 지능형 관제시스템을 위한 영상 분석 기술의 발달
ㅇ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영상 인식, 분석기술의 성능 고도화
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를 사회안전을 위한 지능형
CCTV 관제 시스템에 활용하고자 하는 수요도 증가하고 있음
ㅇ 하지만, 여전히 실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영상 분석 기술 개발은 매
우 도전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는 이를 극복하기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할 시점이라고 할 수 있음
□ 지능형 관제시스템 구축 및 도입을 위한 법안 제정 필요
ㅇ 정확한 신원 파악을 위한 영상 확보와 처리는 지능형 CCTV 관제 시
스템에서의 필수 불가결의 조건인 만큼 프라이버시 침해와 관련한 법
률 제정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
ㅇ 이에 따라 인공지능 기반의 지능형 CCTV 관제 핵심 기술이 실적용
되기 위해서는 합법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수집 및 처리 (법률유보의
원칙), 시스템에 활용되는 개인정보의 적법·정당한 수집 (적법성의 원
칙), 수집 및 처리된 개인정보 활용 제한 (이용 목적 제한 원칙)을 골
자로 한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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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탄소중립을 위한 주요국 철강산업 정책 및 기술개발동향
1. 주요국의 철강 관련 탄소중립 정책 동향
가. EU
(1) 유럽 그린딜과 Fit for 55
□ 유럽 그린딜과 유럽 기후법
ㅇ 2019년 12월 EU 집행위는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하는 유럽 그린
딜을 발표하였음
-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탄소배출량 감축, 에너지의 탈탄소화, 新산업전
략, 지속가능한 운송, 건축분야 에너지 및 자원효율성 강화, 식품 안
전 및 생물다양성 보호 정책 등을 제시하였음
- 탄소배출 감축 목표를 2030년 40%에서 55%로 상향 조정하고, 이를
위한 방법으로 EU ETS(배출권거래제) 적용 범위 확대와 탄소국경조
정제도 도입 등을 제시하였음
ㅇ 2021년 6월 유럽기후법을 제정하여 유럽 그린딜 추진을 위한 법제도
를 마련함(주벨기에 대사관, 2021)
- 유럽기후법은 ▲주제/범위,▲기후중립목표,▲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
자문,▲중간 기후목표,▲기후변화 적응, ▲EU의 진전 및 조치 평가,
▲국가 조치 평가,▲EU집행위원회 평가의 공동 조항,▲공공 참여,▲
부문별 로드맵,▲평가,▲관련규정개정,▲발효 등 총 14개 조항
(Article)으로 구성
□ Fit for 55
ㅇ 2021년 7월 14일 EU 집행위는 2030년까지 1990년 수준 대비 55% 감
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인 Fit for 55를 발표하였음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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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입법안은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
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됨
- 이 입법안의 주요 내용은 배출권거래제 신설/강화, 탄소국경조정제
도 도입, 에너지관련 지침 개정, 탄소흡수원 확대, 내연기관 규제 및
대체연료 인프라 확충, 항공 및 해운 연료 지침, 사회적으로 공정한
전환

[그림 5-3] Fit for 55 주요 내용
출처: 장영욱, 오태현,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
커스 제4권 제44호, 대외경제연구원, 2021

□ Fit for 55과 철강 관련 제도34)
ㅇ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EU 역외로 탄소누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
ㅇ EU 배출권 거래 시스템(ETS: Emissions Trading Scheme) 개정: 온실
가스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확대하고 기준을 강화함
ㅇ 재생에너지지침 개정: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 목표를 기존
32%에서 40%로 확대
33) 장영욱, 오태현, EU 탄소감축 입법안(‘Fit for 55’)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세계경제포커스 제4
권 제44호, 대외경제연구원, 2021
34) 유럽철강협회(EUROFER)(2021), A fine balance: Fit for 55 must help decarbonisation of EU
steel and prevent carbon leakage effectively
인터넷
출처:
https://www.eurofer.eu/press-releases/a-fine-balance-fit-for-55-must-help-decarbonisation-of-eu-steel-and-prevent-carbon-leakage-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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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미국
(1) 연방
□ 116대 의회 Climate Action Rebate Act 등 15개 탄소국경세 관련 법안
ㅇ 민주당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이 116대 의회에서 미국 내 탄소 배출을
2030년까지 55% 수준으로 감소시키려는 Climate Action Rebate Act
를 발의하였음
ㅇ 이외에 15개 법안이 탄소국경세를 담아 입법에 도전하였으나 정식 법
안이 되지는 못하였음
□ FAIR Transition and Competition Act (Samuel Lee, 2021)
ㅇ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과 스콧 피터스 하원의원이 발의함
ㅇ 2014년 1월부터 화석연료, 알루미늄, 철강, 시멘트에 탄소세를 부과하
는 방침
ㅇ 미국 전체 수입물품 중 12%에 해당하는 품목으로 연간 50억~160억
달러의 탄소세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2) 주
□ 캘리포니아 주와 워싱턴 주
ㅇ 2006년 캘리포니아 주는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으로 감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AB32 법안을 제정하였음35)
ㅇ 이후 2011년 12월 ETS 법안이 승인되었고,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시
행하였음
ㅇ 캘리포니아 ETS는 발전·산업 부문에서 일정 규모 이상 온실가스를 배
출하는 모든 업체에 할당을 실시하였음

35) 박세연, 캘리포니아 탄소배출권 거래제 시행, CGS Report,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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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캘리포니아 주는 2017년 배출권거래제를 10년간 더 연장하여 2030년
까지 시행하기로 하였음36)
□ 지역온실가스이니셔티브(The Regional Greenhouse Gas Initiative)
ㅇ 미국 북동부 9개주(코네티컷, 델라웨어, 메인, 매릴랜드,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로드아일랜드, 버몬트)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위
해 2005년 관련 협정을 맺었음37)
ㅇ RGGI는 참여주의 개별 탄소 거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음. 발전
소의 탄소배출과 발생 허용량을 제한하여 각 지역이 탄소배출권을 구
매하도록 설정하였음
다. 중국
(1) 중국 탄소중립 가이드라인
□ 2021년 10월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에 관한 업무 의견
ㅇ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탄소 배출 정점과 탄소 중립에
관한 업무 의견을 발표하여 2060년까지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는 구
체적 목표를 제시하였음
ㅇ 2030년까지 비화석 연료소비를 25% 수준으로 줄이고, 국내 총생산 단
위당 이산화탄소배출량을 2005년 65%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 철강산업 대응 현황
ㅇ 2020년 탄소배출양 18억 톤의 대표적인 에너지집약 산업으로 지목되
어 2021년 허베이성·장쑤성 등 주요 철강 생산지역에서 감산 조치가
시작되었음
ㅇ 전기로 도입, 철스크랩 재활용률 향상 추진하였음

36) 최종우, 캘리포니아 배출권거래제 10년 연장, 대통령 정책과 달라, KOTRA 해외시장뉴스, 2017
37) https://www.rggi.org/program-overview-and-design/el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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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에 따라 2021년 8월 현재 중국의 철강생산량은 7380만 톤으로 전년
같은 기간대비 21.2%가 감소하였음
라. 일본
(1) 일본의 2050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
□ 일본의 2050 탄소중립 선언
ㅇ 기존의 일본 정부의 기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는 2030년까지
2013년 대비 26% 감축, 2050년까지 80% 감축이었음
ㅇ 일본 정부는 온난화대책을 경제 성장 전략 중 하나로 보고, 기존 온
실가스 배출량 감축 목표 기준을 높이고 산업구조를 전환시켜 탈탄소
사회를 조기에 실현할 계획을 세울 것을 천명한 것임
□ 그린성장전략
ㅇ 2020년 12월 일본 경제산업성은 14개 중점분야를 육성산업으로 지목
하는 그린성장 전략을 발표함
ㅇ 각 산업별로 4단계 실행계획을 세우고, 단계별 맞춤형 정부지원 메뉴
를 제시하였음
ㅇ 예산(그린이노베이션기금), 세제, 금융, 규제개혁, 표준화, 국제 협력
등의 내용이 담김
ㅇ 4단계 실행계획은 연구개발, 실증단계, 도입확대 단계, 자립상용 단계
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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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 주요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대응 사례
가. 독일 철강행동계획(Steel Action, Handlungskonzept Stahl) 및
기술동향
(1) 독일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정책: 철강 행동 계획
□ 개요38)
ㅇ 2020년 7월 독일 정부는 철강산업의 장기적인 경쟁력 강화와 탄소중
립을 추진하는 철강 행동 계획을 추진하였음
ㅇ 이는 2019년 12월 발표된 EU의 그린딜에 대응하기 위해 독일 산업
전체 탄소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하는 철강산업을 혁신하고 변화시
키기 위한 계획임
ㅇ 이 계획은 글로벌 철강산업의 공정경쟁, 탄소누출 방지, 산업 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이라는 3가지 방향을 제시하였음
□ 글로벌 철강산업의 공정경쟁
ㅇ WTO가 정의하는 공정경쟁에서 벗어나는 보조금 지급, 가격 덤핑, 보
호 무역 정책 등의 시장 왜곡 수단에 대한 EU 및 제3국의 공동 대응
ㅇ EU의 무역 조건의 엄격 적용 및 개선을 주장함
□ 탄소누출 방지
ㅇ EU 배출권 거래제는 탄소 누출 방지 및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에 필수적이기에 지속 추진함
ㅇ 탄소국경조정세와 같은 새로운 법률에 대한 검토
□ 산업전환을 위한 공동 노력
38) 안수언, 독일 철강 시장 동향 및 전망,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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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저탄소기반 제철 기술 개발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녹색기술개발과 투자를 위한 탄소차액거래계약 시행
ㅇ 수소기술 특히, 재생에너지로 생산되는 녹색수소 개발 지원 및 인프
로 구축
ㅇ 수소 및 천연가스 기반의 철강생산설비 구축
(2) 독일 탄소중립을 위한 철강 기술 개발 정책 동향
□ 국가 수소 전략
ㅇ 2021년 7월 독일 국가수소위원회에서 국가수소전략 실행을 위한 “독
일 수소 계획(Wasserstoff Aktionsplan Deutschland) 2021-2025”을 독
일연방총리청에 제출하였음
ㅇ 여기에는 수소시장 확대를 위한 70억 유로 투자, 2030년까지 수소생
산설비 5GW 설치, 운송·산업·연구 등 세부 분야별 조치가 포함되어
있음
□ 수소환원제철
ㅇ 수소환원제철은 석탄을 이용해 철을 생산하는 일산화탄소반응 대신,
수소가 철광석으로부터 산소를 분리시켜 철을 생산하는 방식을 말함
□ 녹색수소
ㅇ 수소환원제철 기술을 위해서는 다량의 수소가 필요함
ㅇ 녹색수소 혹은 그린수소는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해 물을 전기분해해
얻은 수소이며, 갈색수소는 석탄·갈탄을 원료로 얻은 것임
ㅇ 회색수소는 석유화학 공정에서 부산물로 얻은 부생수소이며, 천연가
스를 고온고압에서 수증기로 처리한 개질수소가 여기에 포함됨. 그리
고 청색수소는 회색수소를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제
거해 배출량을 줄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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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재 대부분의 수소는 회색수소이며, 회색수소와 비교해 녹색수소는
탄소배출량이 거의 없음
ㅇ 독일 철강업계에서만 2050년까지 200만t의 수소가 필요하며, 다수의
전해조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전기 공급이 만족되어야
함39)
(3) 독일 기업의 기술개발 및 독일 정부의 지원
□ 독일 철강협회40)
ㅇ 독일 철강협회는 철강산업 탈탄소화에 2050년까지 300억 유로, 2030
년까지 100억 유로 이상의 막대한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였음
ㅇ 독일 철강협회는 철강행동계획이 제3국 철강 수입 증가 방지,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저탄소 전환 노력 등에서 의미가 있고 필요성이 있
다고 지적함
□ 티센크룹(Thyssenkrupp)
ㅇ 탄소포집 및 이용 프로젝트(CCU: Carbon Capture and Utilization)인
Carbon2Chem 프로젝트에 주도적으로 참여
ㅇ Carbon2Chem 프로젝트에는 Volkswagen, Siemens, BASF 등 다양한
산업군의 기업들이 참여하며, 배출된 이산화탄소를 이용해 메탄올나
암모니아 등의 기초화학물질을 제조 기술과 상용화 과정을 연구함
ㅇ Phase 1(2016~2019)과 Phase 2(2020~203)에 각각 6000만 유로와 7500
만 유로를 정부 지원할 계획

39) 이코노미인사이트, 부족한 녹색수소 인프라는 더 부족, 2021.11.1., 인터넷출처: http://m.econo
myinsight.co.kr/news/articleView.html?idxno=5507
40) 진윤정, 허건, 독일 철강산업 의 ‘탄소중립 성장전략’ 지원 정책: Steel Action Concept, GIH 이
슈리포트, 포스코경영연구소,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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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스웨덴 HYBRIT
(1) 스웨덴의 탄소중립 정책
□ 스웨덴 그린딜 중점분야
ㅇ 신재생에너지와 전기차, 전기차 배터리를 중점 탄소감축 분야로 삼았음
ㅇ Bonus Malus System 추진으로 2030년 교통분야 화석연료 퇴출
- 신차 구매시 이산화탄소 배출량 많은 차량은 3년간 높은 자동차세
부과
- 하이브리드·전기차는 구매 보조금 지원하여 친환경차량 유도
ㅇ 스웨덴 배정 EU 경제회복기금 33억 달러 중 약 48%를 전기차 배터
리 기술개발, 충전인프라 구축, 풍력단기 건설 부문에 투자
(2) 스웨덴 HYBRIT 프로젝트
□ HYBRIT 프로젝트 개요(이수정, 2021)
ㅇ 스웨덴 철강업계가 SSAB사를 중심으로 화석연료제로 철강생산을 위
해 진행하는 프로젝트

- LKAB(철강업체), Vattenfall(국영전력사) 등이 참여함
ㅇ 스웨덴 제조업은 2020년 기준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스웨덴 총
배출량의 32%를 차지하고, 철강산업은 약 38%를 배출하고 있음
□ Hybrit 철강 생산방식
ㅇ Hybrit는 수소환원제철 기술 중 하나임
ㅇ Hybrit 기술은 화석연료제로 전기(그린전력 사용)로 물을 전기분해해
수소를 발생시키고, 이때 발생한 수소가 철광석에 있는 산소와 결합
해 물을 배출하는 방식이라, 이산화탄소 배출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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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ybrit 프로젝트 진행 현황
ㅇ 2021년 8월 세계 최초로 화석연료제로 철강을 파일럿 생산하였음
ㅇ 첫 물량을 AB Volvo에 공급하여, 이를 이용한 적재운송차량을 생산
하였음
ㅇ SSAB 사는 2026년부터 화석연료제로 철강 양산 체제를 만들고, 2045
년부터 전면 전환할 계획임
다. 일본
(1) 일본 철강업계의 탄소중립 정책
□ 일본철강연맹 “Zero Carbon Steel”41)
ㅇ 2030년을 목표로 이산화탄소 배출을 2013년 대비 30% 이상 저감을
목표로 하였음
ㅇ 그리고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음
ㅇ 하지만 2100년을 최종목표로 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아직 수소환원
제철과 같은 가시적인 기술개발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2) 일본 철강산업 탄소중립 관련 주요 기술 프로젝트
□ COURSE 50(CO2 Ultimatie Reduction System for Cool Earth 50)42)
ㅇ 일본제철, JFE 스틸, 코베제철소 등 일본 주요 철강회사들이 이산화탄
소의 30%를 저감하는 혁신 저탄소제출 기술 개발을 위한 프로젝트
ㅇ 고로수소환원기술
- 수소를 활용하는 철광석 환원 기술
41) 김규판, 일본의 탄소중립과 그린성장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21
42) 안재현, 일본 그린성장전략의 예산인 2조엔 기금인 '그린이노베이션 기금', 첫번째 사업은 '수
소 산업', KOTRA 해외시장뉴스,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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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산화탄소분리포집기술
- 고로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분리시켜 제철소 내 미사용
에너지로 활용
□ 직접환원로 및 차세대 전기로를 위한 기술
ㅇ 전기로에서 직접환원기술을 사용하여 수소로 환원철을 제조하는 기술
ㅇ 현재의 고로와 비교하여 이산화탄소를 50%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 기
술임
ㅇ 2030년까지 소규모 시험로에서 실증 실험으로 배출량 목표를 달성하
는 것이 목표
라. 한국
(1) 한국의 고로 기반 이산화탄소 저감형 하이브리드 제출기술개발
(2017~2024)
□ 한국과 일본의 신형 고로는 대형화와 최적화를 거듭하여 에너지 등의
효율을 개선할 여지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적음43)
ㅇ 이에 따라 세 가지 방법으로 이산화탄소 저감을 모색하고 있음
ㅇ ① 첫째 수소 함유 자원 또는 바이오매스(Biomass)와 같은 탄소 중립
적 자원을 환원제로 사용하는 것
ㅇ ② 철광석 등의 장입 원료를 고로에 사용하기 전에 사전개질
(Reforming) 또는 환원된 것을 사용하거나 완전히 환원된 스크랩 혹
은 전기로용 DRI(환원철)를 사용하는 것
ㅇ ③ 고온으로 배출되는 슬래그의 현열을 회수하는 방법

43) 이상호, 이운재, 이영석, 김완호, 수소 기반 환원 제철 공정과 전환 기술, 대한금속·재료학회지
(Korean J. Met. Mater.), Vol. 59, No. 1 (2021) pp.41-53,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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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시스템은 수재 슬래그를 생산하여 시멘트 혼화제로 사용하고
있음. 이에 따라 요구되는 슬래그의 품질을 유지하면서도 안정적으
로 열을 회수해야한다는 어려움 때문에 지속적인 연구대상으로 남아
있음
□ 제2차에너지기술개발사업(COOLSTAR 프로젝트)
ㅇ 제철산업에서 이산화탄소를 15% 저감 가능한 수소환원제철 기술 개
발44)
- COOLSTAR : CO2 Low Emission Technology of STeelmaking And
hydrogen Reduction
ㅇ 기존 고로를 이용하여 유연탄을 일부 수소로 대체하는 방식임
- 탄소계 환원제 사용을 저감하여 배출 CO2 를 직접적으로 저감하는
기술 개발
- 미활용 배열/현열 회수 및 CO2 자원화 등을 통해 배출 CO2 를 간
접적으로 저감하기 위한 기술 개발 추진
ㅇ 이 프로젝트는 파일럿 수준의 기술 개발을 2024년까지 개발
ㅇ 2025년에서 2030년 동안 실용화 및 사업화 기술 등을 개발하여 상용
화하여 2030년까지 본격적 도입
ㅇ COOLSTAR 프로젝트에 따라 2030년까지 철강산업의 이산화탄소를
15% 저감하려면 현재 수준의 고로의 1/3에 적용해야 함

3. 결론 및 시사점
□ 해외 탄소중립 정책 동향
ㅇ EU, 미국, 중국은 탄소배출권거래제를 이미 시행 중임
ㅇ 탄소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탄소국경세 혹은 탄소국경조정제도는 EU
의 Fit for 55를 통해 가시화되고 있으며, 미국도 관련 입법을 준비하
고 있음
44) 이재윤, 2050 장기저탄소전략(LEDS)과 철강산업의 과제, KIET 산업경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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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탄소중립 관련 철강산업 동향
ㅇ 전 세계적으로 각국의 철강산업은 국가 전체 제조업 탄소배출량의 많
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
ㅇ 이에 따라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철강산업의 탄소를 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기술적인 대응이 되고 있음
□ 국내 철강산업 시사점
ㅇ 탄소국경조정제도가 가시화되었기에 이에 대한 제도적, 기술적 대비
가 필요함
ㅇ (무역 제도적 대응) 현재 한국의 배출권거래제, RE100(재생에너지
100%),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 RPS) 등의 탄소중립 정책이 EU 환경정책과의 동등성을 인
정 받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예외를 인정 받을 필요가 있음45)
ㅇ (국내 제도 정비)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적용대상과 전후방 산업의 관련
탄소 배출량 파악, 그리고 관련 탄소 배출 데이터의 수집 및 관리 검
증 체계 구축해야 하며, 세부 규제 내용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상
세히 분석해야 함
ㅇ (국내 철강 산업 환경 분석) 스웨덴과 독일 등은 철강산업의 역사가
오래되어 고로가 노후화되어 있어, 설비 대체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최근 설비를 구축한 한국에 비해 탄소중립 정책 추진에 있어 유리하
기에, 이러한 환경 분석에 따른 비용 판단 필요46)
ㅇ (탄소중립 기술개발) 수소환원철 기술, 그린 수소 기술, 녹색 운송 기
술, 배출가스 저장 및 포집 기술 개발 필요

45) 법률신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EU 탄소국경조정메커니즘(CBAM, 소위 탄소국경세) 도입,
2021.8.6., 인터넷 출처: https://m.lawtimes.co.kr/Content/LawFirm-NewsLetter?serial=171944
46) 이재윤, 2050 장기저탄소전략(LEDS)과 철강산업의 과제, KIET 산업경제,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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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 기술동향과 시장전망
1.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 개요
가. 작성 배경
□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움직임으로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확대될 것
ㅇ 정부는 2018년, 기후변화에 따른 세계적인 에너지 정책 기조 변화에
발맞추고 전통 에너지 수급 불안정에 대비하기 위해 이전보다 친환경
적이고 독립적인 에너지 정책을 산정함47).

[그림 5-4] ‘재생에너지 3020’에서 발표한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 목표
ㅇ 국내 정부는 2020년 탄소 중립 추진전략 발표 당시 에너지 주 공급원
을 신재생에너지로 적극 전환하고 고탄소 산업 부문에 대한 혁신 정책
을 추진하며 저탄소 산업 생태계 조성 등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힘48)
□ 신재생에너지 중 특히 태양광 발전과 풍력 발전에 대한 높은 성장 가
능성이 예상됨49)

47) 한국에너지신문, ‘재생에너지 3020 정책’ 어떻게 추진되나 2018.05.21
48) 대한민국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2020.12.07.
49) BloombergNEF, New Energy Outlook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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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래 세계 전력 시스템에 대한 장기 분석 보고서인 ‘NEO 2021’은
205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이 전 세계 발전량의 70% 수준까지 급증할
것이며 그 중에서 태양광 발전은 전체 발전량의 약 26%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함
□ 국내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될 예정임50)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교육부의 기초연구사업 예산에 따르면 기초과
학 연구 지원을 위한 예산이 2017년 대비 2022년에 2배 이상 증가함.
ㅇ 태양전지 소자로 활용될 수 있는 페로브스카이트 소재에 대한 기초/
응용 연구에도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으며 성과도 세계적 수준임
□ 태양광 설비 공간에 대한 새로운 관점 대두
ㅇ 일본에서는 토사의 유출이나 경관,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우려로 태양광 발전 설비의 설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자치단
체 늘고 있으며, 2021년 7월 29일 시점에서, 약 160 곳의 자치제가 조
례를 마련하고 있음
ㅇ 국내 산지법 개정(2018.11.28)에 의해 산지 태양광 설비시설은 산지 평
균 경사도 15도 이하로 한정되었고, 대체 산림 자원비가 부과되었음.
산지 태양광시설 기준은 더 강화되었고 자연 환경을 위협하지 않는
새로운 공간이 필요함
□ 상용화 위한 연구개발 및 양산 준비 중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ㅇ 이미 상용화되고 있는 실리콘 모듈의 효율은 22%임. 현재 페로브스카
이트 태양전지 셀 효율은 한국화학연구원(KRICT)의 연구팀에서
25.2%를 달성51), UNIST에서 25.5%의 효율을 달성한 바 있으며,52) 또
한 성균관대에서 고효율(23.4%)의 안정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을 개발함53)
50) 뉴스핌, [기초과학이 국력이다①] K-기초연구 8.8조 투입…미래 먹거리 '마중물' 2021.09.27.
51) Nature, Efficient perovskite solar cells via improved carrier management 2021.02.25.
52) Nature, Pseudo-halide Anion Engineering for α-FAPbI3 Perovskite Soalr Cells 20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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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기존 실리콘 기술 대비 낮은 원가로도 실리콘 태양전지에 버금가는
효율을 내면서 양산 기술에도 큰 관심을 받고 있으며, 국내외 유수
기업이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양산화 기술 개발을 진행하고 있음. 성
공한다면 효율 및 원가 측면에서 실리콘 모듈과 충분한 경쟁력 확보
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음
나. 기술 개요
□ (태양전지) 광전효과를 이용해 태양의 빛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
시키는 발전 기술
ㅇ 태양전지는 태양광 발전 단위의 기본 단위이며, 태양전지 셀→모듈→
어레이 순으로 발전 단위가 확장됨. 관용적으로 의미는 동일하게 서
술하고, 각 효율과 발전 규모를 설명할 때는 구별하여 사용해야 함
ㅇ 태양전지의 분류는 광활성층의 소재 종류 및 형태에 따라 분류됨
ㅇ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광활성층이 ‘페로브스카이트’라는
소재로 형성된 태양전지임
□ (광활성층)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광활성층에 사용되는 페로브스카
이트 (ABX3) 구조는 주로 유-무기 할라이드 페로브스카이트임. 통상적
으로 A site에는 유기 1가 양이온, B site에는 금속 2가 양이온, X site
에는 할로젠 1가 음이온이 사용됨
ㅇ 사용되는 물질은 다양한 유기/무기 및 할로겐 물질의 새로운 조합이
가능함
ㅇ 새로운 물질의 선택과 물질 비율에 따라서 페로브스카이트 활성층의
에너지 밴드갭을 변화시킬 수 있음. 에너지 밴드갭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대 영역을 바꿀 수 있다는 중요한 장
점을 의미함54)
53) ACS Energy Letters, Amorphous TiO2 Coatings Stabilize Perovskite Solar Cells 2021.06.09
54) Nat. Commun., Absolute energy level positions in tin- and lead-based halide perovsk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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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다양한 페로브스카이트의 에너지 밴드갭 (eV)
□ (소자의 나머지 구조) 태양전지 구조는 광활성층을 사이에 두고 양극,
정공수송층, 전자수송층, 음극으로 구성됨. 양극과 음극 둘 중에 하나
는 투명하여 전극을 투과한 빛이 활성층으로 입사하여 빛을 흡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태양전지 광활성층에서 광전효과에 의해 분리된 정공과 전자는 각각
정공수송층, 전자수송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양극과 음극의 전극에
수집되어 직류 전류를 생성함
ㅇ (소자 유형) 각각의 층들은 박막으로서 적층되어 있는 구조임. 적층되
어 있는 순서에 따라 정구조(nip, normal structure)와 역구조(pin,
inverted structure)로 분류될 수 있음.
- 정구조란, 빛이 전자수송층(n)을 통해 활성층에 흡수되는 구조임. 역
구조란 반대로 빛이 정공수송층(p)을 통해 흡수되는 구조임
□ (핵심 기술)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개발으로
는 페로브스카이트 형성기술, 페로브스카이트 코팅기술, 정공수송층 형
성기술, 산화물막 (투명전극) 형성기술, 금속 전극 기술, 대면적 모듈화
기술, encapsulation 기술 등이 있음
ㅇ 적층 구조로 제조되기 때문에 각각의 층에 대해 최적화 기술이 필요하
며, 층과 층 사이의 interaction에 의한 성능 저하를 해결하는 기술 개
발도 필요함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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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기술 동향
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과의 차이점
□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은 에너지 효율, 활용 범위 등의 한계에 직
면함
ㅇ 실리콘 태양전지 모듈의 효율은 이론적 효율에 가깝고, 상용화되었음
ㅇ 단결정/다결정 실리콘 모듈은 불투명하고 무거워 설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있고, 유연한 모듈로 제조하기 어려움
ㅇ 흡수할 수 있는 빛의 파장대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다양한 파장대의
빛을 포함하는 태양광을 완전히 활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음
□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저가의 용액공정, 대량생산이 가능
함55)
ㅇ 기존의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가볍고 유연한 특성을 지님. 실리콘 태
양전지의 두께의 1/20 ~ 1/100 수준으로 성능 구현이 가능함
ㅇ 생산비용이 실리콘 태양전지보다 최대 1/3 수준으로 낮음. 실리콘 태
양전지(1000~1400℃) 대비 저온 공정(100~400℃)이 가능하기 때문에
생산 비용 절감이 가능함
□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다양한 파장대의 빛을 흡수하여 전
류를 생성할 수 있으며, 적층 구조 구현을 통해서 추가적인 효율 향상
을 도모할 수 있음

55) 흥국증권, 3세대 태양광 “페로브스카이트”, 세상을 바꾼다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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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실리콘 태양전지 기술과의 경쟁
□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분야
ㅇ 실리콘 태양전지의 최고 효율은 26.7%이고 상용화되고 있는 실리콘
모듈의 효율이 22%임
ㅇ 국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임
- National Renewable Energy Laboratory(미국 재생에너지 연구소,
NREL)에 공인된 태양전지 효율 차트를 보면, 2021년 10월 기준 페
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최고효율 25.5%는 국내 대학인 UNIST에서
달성함
- KRICT에서도 효율 측면에서 꾸준하게 좋은 성과를 달성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국내 기술진이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
유하고 있음
□ 실리콘 태양전지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조합하여 만든 탠덤 셀
ㅇ 탠덤 셀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셀 위에 페로브스카이트를 쌓는
(Stack) 형태
ㅇ 상부에 위치한 페로브스카이트 활성층에서는 단파장을 흡수하고, 하
부의 실리콘 태양광 셀에서는 장파장 빛을 흡수함
ㅇ 흡수할 수 있는 광량이 늘어날수록, 태양전지의 성능은 향상됨
□ 이미 상용화된 실리콘 셀의 이론적 효율은 29%이지만, 탠덤 셀의 최대
효율은 44%로 연구기관들은 기대하고 있음56)
ㅇ The Shockley Queisser Efficiency Limit에 따르면, 단일 접합 구조를
갖는 태양전지의 최대 이론적 효율은 33%이지만 탠덤 구조로 하면
효율이 향상될 수 있음
56) 뉴스웍스, 한화큐셀, 국내 1.5조 추가 투자…"차세대 '탠덤 셀' 개발 박차 가한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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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내 기술 개발 동향
□ KRICT은 25.2% 효율을 가지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함57)
ㅇ 연구팀은 자체 개발한 ‘화학용액증착법’을 활용해 우수한 전자수송층
을 개발하였고 흡광률을 높이는 적절한 브롬의 비율로 페로브스카이
트 활성층 제작함으로써 높은 효율을 달성할 수 있었음
□ UNIST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이 스위스 로잔공대 연구진과 공동으로
25.5%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개발함58)
ㅇ 박막봉지(encapsulation) 과정 없이 20% 이하의 습도에서 60℃로 열을
가할 때 1,000시간 동안 안정성을 확보함. 작동 안정성 부분에서도
450시간 동안 초기 효율의 80% 이상을 유지함
ㅇ 음이온 일부(용액함량 2%)를 포메이트(HCOO-)란 물질로 교체하는 방
식으로 전지 효율과 내구성을 높였음.59)
ㅇ 2021년 10월 현재까지, NREL 차트에서 공인된 페로브스카이트 단일
접합 구조의 태양전지 최고 효율 기록임.
□ 성균관대에서 고효율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안정성 구현에 성공함60)
ㅇ 소자를 이루는 다양한 구성층(전하수송층 및 전극)의 안정성 도모를
통해 태양전지의 열화를 막는 연구를 추진하여 효율(23.4%)과 안정성
을 3배 이상 향상시킴.
ㅇ 원자층 증착법을 이용한 Spiro-OMeTAD/TiO2 복합층을 고안함.
□ 에너지소재연구센터은 ‘페로브스카이트 전구물질’ 제조기술을 국내 기
업인 엘케이켐에 기술이전함61)
57)
58)
59)
60)

Nature, Efficient perovskite solar cells via improved carrier management 2021.02.25.
Nature, Pseudo-halide Anion Engineering for α-FAPbI3 Perovskite Soalr Cells 2021.04.05
아이뉴스24, [지금은 과학]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세계 최고 효율 달성 2021.04.06
교수신문, 성균관대 신현정 박남규 교수 연구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안정화 기술 개발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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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구물질(precursor)이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를 만드는 데 필요
한 여러 개의 물질을 하나로 조합한 물질임
ㅇ 이 물질을 기성품으로 판매한다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제조를
위한 여러 과정을 단축할 수 있을 것임. 전구물질은 이미 불순물이
제거된 물질이기에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성능을 높이는 데에도
도움을 줄 것임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효율을 높이는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고 있
으며 큰 관심을 받고 있음
ㅇ 2020년부터 2021년 현재까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관련 국내·외
논문의 수는 약 47,200개. 그 중에 약 6,350개가 국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논문임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실리콘 태양전지를 모두 활용하는 탠덤 셀
연구가 최근 진행되고 있음
ㅇ 6인치 크기의 실리콘 태양전지 기판 위에 페로브스카이트 기판을 적
층하는 탠덤 셀. 25.2% 효율의 단위 셀 크기의 페로브스카이트와
18% 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기판의 효율 격차를 좁혀야 높은 성능의
탠덤 셀을 구현할 수 있음
□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투명하고 유연한 성질을 이용한 유리창호
모듈 태양전지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ㅇ 한국전력은 ㈜유니테스트와 유리창호형 태양전지 사업화를 위한 기술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함
ㅇ 유리창호형으로 활용되는 태양전지는 가볍고 투명해야 하는데, 페로
브스카이트 소재가 이를 가능케 할 것으로 보고 있음
ㅇ 향후 3년 내 상용화가 성공한다면 전체 매출의 ~20% 규모 (~400억,
이익률 20~30% 예상)을 기대할 수 있음62)
61) Insight Korea, 태양전지 실생활 적용 앞당기는 전남중 KRICT 책임연구원 2021.10.05

162

제 5 장

기술동향조사❚

라. 국외 기술 개발 동향
□ 일본의 파나소닉은 30 cm × 30 cm × (두께 2 mm) 페로브스카이트 태
양전지 모듈에서 16.09%의 효율을 달성함63)
ㅇ 신재생 에너지 및 산업기술 개발 기구(New Energy and Industrial
Technology Development Organization, NEDO)의 프로젝트 일환으로
실시됨
- NEDO는 ‘고성능 및 고안정성 광전지 전력 생산에 대한 에너지 생산
비용을 낮추는 기술 개발’을 통해 태양 에너지 생산을 널리 확산하
고자 함
ㅇ 파나소닉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모듈의 기질에 적용할 수 있는
잉크 생산을 포함한 잉크젯 방식 기반 광역 코팅 기술, 유리 기질을
활용한 경량화 기술을 개발함
ㅇ 잉크젯 기반 코팅 기술은 단가를 낮추고, 광역 경량 모듈은 건물 외
벽 등의 장소에서도 태양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함
□ 영국 옥스퍼드 대학의 스타트업 기업인 옥스퍼드 PV는 15.6 cm × 15.6
cm 크기의 페로브스카이트/실리콘 탠덤 셀 개발, 29.52%의 효율을 달
성함
ㅇ 실리콘/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로는 현재까지 세계 최고 효율을 인증
받았으며, 2022년 목표로 연간 100MW의 생산 능력을 갖는 공장을
건설 중에 있음

62) 상상인 증권, ‘드디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공장 착공에 나서다’, 2021.10.15
63) Newswire, 일본 NEDO 및 파나소닉, 광역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모듈로 세계 최고 에너
지 효율 16.09% 달성, 202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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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시장 현황 및 전망
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 시장 현황
□ 실리콘 태양전지 가격이 점차 낮아지고 있음
ㅇ 2009년 일본의 시장 조사 결과64)에 따르면 실리콘 태양전지의 셀 단
가는 약 $0.5~1/W로 높았음
- 한국수출입은행에 따르면 2019년 10월 기준 단결정 실리콘 모듈 가
격은 $0.24/W, 다결정 실리콘 모듈 가격은 $0.21/W를 기록했음
- 그리고 2021년 10월 현재 Energy Trend에서65) 확인할 수 있는 실
리콘 태양전지의 셀 단가는 $0.1~0.2/W 수준으로 저렴해짐
나. 국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시장
(1) 국내 투자 현황
□ 한화솔루션 큐셀 부문(한화큐셀)은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연구에 박
차를 가하는 중임66)
ㅇ 2021년 9월 8일, 한화큐셀은 국내 생산 및 차세대 탠덤 셀 연구시설
에 2025년까지 1조 5000억 원을 투자한다고 밝힘
ㅇ 한화큐셀은 국내 2021년 태양광 셀과 모듈의 4.5 GW 생산 능력을
2025년에 7.6 GW 수준으로 끌어 올릴 계획임. 7.6 GW는 국내 기준
연간 1200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가정용 전기를 생산할 수 있는 규
모임

64) 세계 태양전지 시장조사, 일본 야노경제연구소, 2009
65) https://www.energytrend.com/solar-price.html, EnergyTrend of TRENDFORCE Corp.
66) 뉴스웍스, 한화큐셀, 국내 1.5조 추가 투자…"차세대 '탠덤 셀' 개발 박차 가한다", 2021.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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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전력은 유리창호 모듈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연구에 300억 원
의 예산을 투자하여 ㈜유니테스트와 협업할 계획임
□ 주성엔지니어링은 유럽 태양광 셀 제조 업체로부터 약 471억 원 규모
의 태양전지 제조 장비를 수주함67)
ㅇ 주성엔지니어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태양광 장비를 취급하는 국내
대표 기업임
ㅇ 수주 금액은 지난해 매출액의 39.7%에 해당하는 규모임
□ 2021년 10월 14일, 전라북도와 ㈜유니테스트는 새만금 국가산단에 페로
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을 위한 제조 공장을 건립하는 협약을 체결함
ㅇ 이번 협약을 통해 새만금 산단 2만평에 공장을 건립하고, 2024년까지
1,213억 원을 투자, 300여 명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임. ㈜유니테스트
는 이 공장을 통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대규모 양산기술을 확보
할 계획임68)
□ 잉크젯 모듈을 통해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양산기술을 확보
한 국내 스타트업 ㈜고산테크에 사업화지원(최대 2억원), 정책자금(융
자·보증) 한도 우대와 보증료 감면, 기술개발 사업 가점 등을 중소벤처
기업부에 의해 지원받을 예정임
□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R&D 혁신전략]에서 고효율·신시장·저단가
태양광 R&D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함
ㅇ 태양광 산업에 대해 약 4,113억 원이 투자될 것임. 그 중에서도 탠덤
전지에 대한 투자를 집중적으로 할 계획임. 기업수요와 사업화 실적
이 낮은 분야의 신규투자는 과감히 제한하고, 계속과제는 엄격한 평
가를 통해 지원을 최소화해 집중투자 재원을 확보할 방침임.69)
67) 파이낸셜뉴스, 주성엔지니어링, 471억 규모 태양전지 제조장비 수주, 2021.09.08
68) e대한경제, 전북도, ㈜유니테스트와 태양전지 생산 투자협약 체결, 2021.10.15
69) 아이뉴스 24, 상용화 가능성 없는 태양전지 R&D 지원 확 줄인다,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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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국외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시장
(1) 국외 투자 현황
□ 2020년 8월, 미국 정부는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연구 개발에 2000만달
러 (한화 약 217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함
ㅇ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의 뛰어난 성능과 낮은 생산비용을 근거로 잠
재력이 높다고 평가, 연구개발을 통해 지속성과 내구성을 확보할 것임
□ 폴란드의 최대 PV 설체 업체인 Columbus Energy SA는 폴란드의 사
울레 테크놀로지의 BIPV와 BAPV 개발에 1,000만 유로를 투자함
ㅇ BIPV (Building Integrated PhotoVoltaics)와 BAPV (Building Attached
PhotoVoltaics)과 같이 건물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의 태양전지에 대
한 잠재력을 높게 평가함
□ 미국 에너지부(DOE)의 Solar Energy Technologies Office는 올해 3월,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와 CdTe 박막형 태양전지에 대한 지원을 통
해 2030년까지 태양광 발전 원가를 60% 하락시키겠다는 계획을 발표
함70)
ㅇ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R&D에 4,000만 달러, 관련 스타트업 기업에
300만 달러를 투자할 계획임

70) DOE Announces Goal to Cut Solar Costs by More than Half by 2030, 2021.03.25

166

제 5 장

기술동향조사❚

라. 시장 전망
□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의 ‘글로벌 태양광 수요 현황 및 전망’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태양광발전산업의 세계시장 규모는 190GW. 이
와 같은 성장세가 지속된다면 2025년에는 약 500조 원의 태양광 시장
이 형성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음71)
□ 투자하는 기업들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매출의 본격적인 발생은
2023년 이후로 예상됨
ㅇ 내구성 측면에서 개발이 더 진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72)
ㅇ 페로브스카이트를 구성하는 납(Pb) 사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하지만
2020년 8월, 세계 PSC 연구 대학교들이 연합해 (한국 5개, 스웨덴, 영
국, NREL)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납 회수 기술력을 99.7%까지 끌
어 올렸음
- 또한 Tin(주석), Na(나트륨), Bi(비스무트) 등으로 대체하는 연구를 진
행 중임
□ 한국 중소벤처기업부는 ㈜고산테크의 대면적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를 위한 잉크젯프린터 제조, 태양광 패널 양산에 대해 2025년 (패널기
준) 국내 약 635억 원, 국외 약 350억 원의 규모를 전망하고 있음
□ 당장은 실리콘 태양전지의 완전한 대체보다, 실리콘 태양전지와 페로브
스카이트 태양전지가 함께 활용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으로 전망함
ㅇ 흥국증권 리서치센터에 의하면, 페로브스카이트는 2024년까지는 대부
분 텐덤형 방식으로 활용될 것이고 2027년부터는 기존 폴리실리콘 시
장 앞설 것임

71) 영남일보, [Tech Investor] 돈 되는 태양광...‘페로브스카이트’로 예측한 미래, 2021.03.16
72) 하이투자증권, 유니테스트 (086390) 4Q20 실적 개선, 단 내년 실적 눈높이는 하향., 2020-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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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는 활용도가 점차 확대 될 것임
ㅇ 1단계: 건물/창호형 페로브스카이트 모듈 판매 → 2단계: 자동차
Sun-Roof, 스마트폰 → 3단계: 자동차, 선박, 우주선, Multijunction 등.
ㅇ 페로브스카이트의 특징인 유연함, 투명함은 기존 실리콘 태양전지의
시장 규모보다 더 확대된 시장 규모를 가져올 것임.
□ 기술력을 확보한다면 태양광 산업에서 중국과 경쟁하여 승리 가능성
있음
ㅇ 현재 폴리실리콘의 80%를 생산하고 있는 중국을 배제할 수 있음.
ㅇ 하지만 중국 석탄 생산의 50%를 차지하는 산시성이 폭우로 인해 석
탄 생산지 60곳이 침수되어 중국 전력 공급에 문제가 있음.73)
- 중국의 전기료 상승은 폴리실리콘 원가 상승으로 이어져, 지난해 6월
kg당 6.2달러까지 하락한 폴리실리콘은, SK증권에 따르면 최근 폴리
실리콘 가격은 kg당 33.7달러를 기록, 앞선 고점인 kg당 29.4달러를
뛰어넘음74)
ㅇ 중국산 저가 폴리실리콘 때문에 국내 사업장을 포기했던 OCI가 반사이
익을 거두어 2021년 하반기엔 10년 내 최고 실적을 기록할 전망임75)
□ 실리콘 태양전지의 원재료 가격 상승이 발생하는 와중에도 각 국가들
의 태양광 확대 방침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음
ㅇ 차세대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가 이 자리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73) 동아닷컴, 위기의 中, 전력난·홍수 후폭풍…석탄 선물가 사상 최고 2021.10.12
74) 파이낸셜뉴스, "폴리실리콘 더 간다"...OCI 목표주가 22% ↑-SK증권 2021.10.08
75) 머니투데이, 중국 전력난에…한때 8000억 적자냈던 韓기업의 반전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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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 관련 정책
□ 태양광은 ‘재생에너지 3020’, ‘그린뉴딜’ 정책의 중심에 있음
ㅇ 이와 관련해 2018년 환경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에 태양광 폐
패널도 포함시키는 내용을 입법예고하고, 2023년도 1월부터 본격 시
행하는 내용으로 법 개정을 완료함
ㅇ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변환저장소재연구실 이진석 박사 연구진은 상
온에서 동작해 에너지소모량을 기존 공정대비 3분의 1수준으로 줄이
고, 고품위 소재 회수가 가능해 수익성이 2.5배 우수해진 태양광 폐패
널 재활용 기술을 개발함76)
ㅇ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도 폐기물을 많이 발생시키지 않는 방향으로
발전되어야할 필요가 있음(내구성 향상 필요함)
□ 2020년 9월 2일, 정부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R&D 혁신전략]을 발
표함77)
ㅇ 정부는 지난 5년간 다양한 태양광 R&D에 투자 중이었으며, 페로브스
카이트에 279억 원을 지원한 바 있음. 이에 한국이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분야에서 세계적인 성과를 기록했음
ㅇ 페로브스카이트/폴리실리콘 텐덤셀을 차세대 태양전지 중 유일하게
가격 경쟁력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ㅇ 결과적으로, 한국에서 성능/효율을 빠르고 싸게 측정할 수 있는
100MW급 태양광 공동 R&D 센터를 구축하고, 텐덤셀에 5년간 1,900억
원 투자하여 해외 경쟁기업 대비 기술격차 2년 확보를 목표로 설정함
□ 셀 모듈 기업 수요 중심으로 R&D 제도 개선
ㅇ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기업인 셀·모듈 업계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정부
R&D 참여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밝힘
76) MTN머니투데이방송, 태양광 폐패널을 태양전지로… 늘어나는 태양광 재활용, 2021.09.26
77) 산업통상자원부, 태양광 R&D 혁신전략,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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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2050 탄소중립’ 목표를 위해 올해 3월 31일, 최기영 과학기술정
보통신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6회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정부서울청
사와 정부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개최하고,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
전략’을 확정 발표함78)
ㅇ 태양광을 포함하는 10대 핵심 기술을 확보하는 것이 목표임
ㅇ 최근 한화큐셀, 신성이엔지 등 국내 산학연과의 연계로 과제를 추진
중인 페로브스카이트 탠덤 셀 등 기술 개발을 통해 현재 실험실 효율
27%에 달하는 태양전지 효율을 2030년까지 35%, 2050년까지 40% 달
성이 목표라고 발표함

5. 결론 및 시사점
□ 셀 단위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에서 나아가 모듈 단위의 페로브스
카이트 태양전지 양산화를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됨
ㅇ 산업체와 연구실 간의 협력을 통해서 산업화 수준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효율과 내구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는 고효율의 페로브스카이트 태양전지 원천기술
을 보호하고 개발하려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필요함
□ 국가적 지원이 민간 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관련 정책
과 제도가 필요함
ㅇ 시장 경제에서, 최종적으로 민간 기업의 투자로 페로브스카이트 태양
전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함

78) 인더스트리뉴스,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 수립… 2030년 태양전지 효율 35%까지 올린다,
20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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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만족도조사

제 1 절 조사개요

1. 조사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만족도를 검토하기 위하여 참여
위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예비타당성조사’제도에 대한 보다 실
효성 있는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예정임

2. 조사설계
가.표본설계
<표 6-1> 만족도조사 설계 개요
구

분

내

용

조사대상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자문위원 및 검토위원으로
활동한 기술․정책․경제 분야 전문가, 사업 주관부처 및 과제
관리기관 담당자(106명)

조사기간

2021년 11월 21일 ~ 12월 3일

조사방법

이메일을 활용한 온라인조사

응답자수

명부상*의 193명 중 106명 응답(응답률 54.9%)

자료수집도구

구조화된 설문지(Structured Questionnaire)

* 2021년에 활동한 자문위원 및 검토위원, 사업 주관부처 담당자 및 과제관리기관 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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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 조사내용
□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대한 만족도
□ 예비타당성조사 분석내용에 대한 만족도
□ 예비타당성조사 결과활용에 대한 만족도
□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
다. 응답자특성
<표 6-2> 만족도조사 응답자 소속 및 인원

소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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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사례수(명)

비율(%)

전

체

106

100.0

정부/지자체

15

14.2

정부/지자체 산하기관

15

14.2

국공립연구소/출연연

16

15.1

대학

44

41.5

기업

16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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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조사 결과 분석
1.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만족도 전체
<표 6-3> 예비타당성조사에 대한 만족도 전체
(단위 : 명, %)
평균
(점)

100점
평균
(점)

8.5 84.9 100

7.6

82.2

6.6

8.5 84.9 100

7.5

81.5

1-3. 예비타당성조사 책임자(PM) 및 연
구진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에
106
서 원만하고 합리적 응대가 이루어
졌다.

4.7

6.6 88.7 100

8.0

87.2

2-1.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기술적 타
당성 항목 분석결과는 객관적이며 106
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

6.6

8.5 84.9 100

7.6

82.2

2-2.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정책적 타
당성 항목 분석결과는 객관적이며 106
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

4.7

6.6 88.7 100

7.8

84.3

2-3.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경제적 타
당성 항목 분석결과는 객관적이며 106
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

4.7 17.0 78.3 100

7.4

79.7

3-1.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과정의
106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10.4 3.8 85.8 100

7.5

81.7

3-2.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예산 운영의
106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8.5

4.7 86.8 100

7.6

82.6

3-3. 예비타당성조사는 효과적인 사업 관
106
리 및 성과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11.3 7.5 81.1 100

7.3

79.1

3-4.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주체의 기획
106
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7.5 11.3 81.1 100

7.5

80.9

7.6

82.1

인원
(명)

부
정

1-1.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자료 공유 및 106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6.6

1-2.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충분
한 의사소통(소명, 설명, 논의)의 기 106
회가 마련되었다.

구분

전체 만족도 평균

106

-

보
통

-

긍
정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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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 대한 만족도
1-1. 예비타당성조사 자료요청 시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자료 공유
및 논의는 충분히 이루어졌다.
□ 응답자의 84.9%가 자료 요청 및 준비 시간에 대해 만족한 것으로 나타남
<표 6-4> 질의 1-1. 자료 요청 및 공유·논의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전

분

인원
(명) 1

체

부정
2

3 합계 4

보통
5

6 합계 7

긍정
8

100점
평균
평균
(점)
9 합계
(점)

(106) 0.9 3.8 1.9 6.6 1.9 1.9 4.7 8.5 17.9 30.2 36.8 84.9

100

7.6

정부/지자체 (15) 0.0 13.3 0.0 13.3 0.0 0.0 13.3 13.3 26.7 26.7 20.0 73.3

100

6.9

정부/지자체
(15) 6.7 6.7 0.0 13.3 6.7 6.7 0.0 13.3 13.3 6.7 53.3 73.3
산하기관

100

7.1

소
국공립연구소
(16) 0.0 6.3 6.3 12.5 0.0 0.0 0.0 0.0 12.5 43.8 31.3 87.5
속
/출연연

100

7.5

대학

(44) 0.0 0.0 2.3 2.3 0.0 2.3 2.3 4.5 15.9 38.6 38.6 93.2

100

8.0

기업

(16) 0.0 0.0 0.0 0.0 6.3 0.0 12.5 18.8 25.0 18.8 37.5 81.3

100

7.6

1-2. 예비타당성조사 진행 과정에서 충분한 의사소통(소명, 설명, 논의)의
기회가 마련되었다.
□ 응답자의 84.9%가 진행 과정에서 의사소통의 기회가 충분했다고 응답함
<표 6-5> 질의 1-2. 의사소통 기회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전

분

인원
(명) 1

체

부정
2

3 합계 4

보통
5

6 합계 7

긍정
8

100점
평균
평균
(점)
9 합계
(점)

(106) 0.0 5.7 0.9 6.6 0.9 1.9 5.7 8.5 18.9 35.8 30.2 84.9

100

7.5

정부/지자체 (15) 0.0 13.3 0.0 13.3 0.0 6.7 6.7 13.3 26.7 26.7 20.0 73.3

100

6.8

정부/지자체
(15) 0.0 20.0 0.0 20.0 0.0 0.0 0.0 0.0 13.3 13.3 53.3 80.0
산하기관

100

7.2

소
국공립연구소
속
(16) 0.0 6.3 0.0 6.3 0.0 0.0 0.0 0.0 25.0 43.8 25.0 93.8
/출연연

100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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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4) 0.0 0.0 2.3 2.3 0.0 2.3 6.8 9.1 11.4 43.2 34.1 88.6

100

7.9

기업

(16) 0.0 0.0 0.0 0.0 6.3 0.0 12.5 18.8 31.3 37.5 12.5 81.3

100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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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예비타당성조사 책임자(PM) 및 연구진은 예비타당성조사 진행과정에
서 원만하고 합리적 응대가 이루어졌다.
□ 응답자의 88.7%가 조사 책임자 및 연구진의 합리적 응대가 이루어졌다고
응답함
<표 6-6> 질의 1-3. 연구진의 에티켓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전

분

인원
(명) 1

체

부정
2

3 합계 4

보통
5

6 합계 7

긍정
8

100점
평균
평균
9 합계 (점) (점)

(106) 0.9 1.9 1.9 4.7 0.0 2.8 3.8 6.6 11.3 25.5 51.9 88.7

100

8.0

정부/지자체 (15) 0.0 6.7 6.7 13.3 0.0 0.0 0.0 0.0 20.0 33.3 33.3 86.7

100

7.4

정부/지자체
(15) 6.7 6.7 6.7 20.0 0.0 0.0 6.7 6.7 0.0 13.3 60.0 73.3
산하기관

100

7.3

소
국공립연구소
(16) 0.0 0.0 0.0 0.0 0.0 0.0 6.3 6.3 12.5 37.5 43.8 93.8
속
/출연연

100

8.2

대학

(44) 0.0 0.0 0.0 0.0 0.0 4.5 2.3 6.8 11.4 22.7 59.1 93.2

100

8.3

기업

(16) 0.0 0.0 0.0 0.0 0.0 6.3 6.3 12.5 12.5 25.0 50.0 87.5

100

8.1

2-1.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 분석결과는 객관적
이며 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
□ 응답자의 84.9%가 과학기술적 타당성 항목 분석결과에 대해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응답함
<표 6-7> 질의 2-1. 과학기술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전

분

인원
(명) 1

체

부정
2

3 합계 4

보통
5

6 합계 7

긍정
8

100점
평균
평균
(점)
9 합계
(점)

(106) 0.0 4.7 1.9 6.6 0.9 0.9 6.6 8.5 17.9 34.0 33.0 84.9

100

7.6

정부/지자체 (15) 0.0 6.7 13.3 20.0 0.0 6.7 13.3 20.0 20.0 13.3 26.7 60.0

100

6.5

정부/지자체
(15) 0.0 20.0 0.0 20.0 0.0 0.0 13.3 13.3 13.3 13.3 40.0 66.7
산하기관

100

6.8

소
국공립연구소
속
(16) 0.0 6.3 0.0 6.3 0.0 0.0 6.3 6.3 6.3 56.3 25.0 87.5
/출연연

100

7.7

대학

(44) 0.0 0.0 0.0 0.0 2.3 0.0 2.3 4.5 22.7 36.4 36.4 95.5

100

8.0

기업

(16) 0.0 0.0 0.0 0.0 0.0 0.0 6.3 6.3 18.8 43.8 31.3 93.8

10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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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정책적 타당성 항목 분석결과는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
□ 응답자의 88.7%가 정책적 타당성 항목 분석결과에 대해 객관적이며 전
문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응답함
<표 6-8> 질의 2-2. 정책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전

분

인원
(명) 1

체

부정
2

3 합계 4

보통
5

6 합계 7

긍정
8

100점
평균
평균
9 합계 (점) (점)

(106) 0.0 2.8 1.9 4.7 0.0 1.9 4.7 6.6 19.8 33.0 35.8 88.7

100

7.8

정부/지자체 (15) 0.0 0.0 6.7 6.7 0.0 6.7 0.0 6.7 20.0 40.0 26.7 86.7

100

7.5

정부/지자체
(15) 0.0 13.3 0.0 13.3 0.0 6.7 0.0 6.7 13.3 20.0 46.7 80.0
산하기관

100

7.3

소
국공립연구소
(16) 0.0 6.3 0.0 6.3 0.0 0.0 0.0 0.0 18.8 43.8 31.3 93.8
속
/출연연

100

7.8

대학

(44) 0.0 0.0 2.3 2.3 0.0 0.0 6.8 6.8 18.2 34.1 38.6 90.9

100

8.0

기업

(16) 0.0 0.0 0.0 0.0 0.0 0.0 12.5 12.5 31.3 25.0 31.3 87.5

100

7.8

2-3. 예비타당성조사 항목 중 경제적 타당성 항목 분석결과는 객관적이며
전문적으로 수행되었다.
□ 응답자의 78.3%가 경제적 타당성 항목 분석결과에 대해 객관적이며 전
문적으로 수행되었다고 응답함
<표 6-9> 질의 2-3. 경제적 타당성 분석결과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전

분

인원
(명) 1

체

부정
2

3 합계 4

보통
5

6 합계 7

긍정
8

100점
평균
평균
(점)
9 합계
(점)

(106) 0.0 2.8 1.9 4.7 0.9 3.8 12.3 17.0 25.5 23.6 29.2 78.3

100

7.4

정부/지자체 (15) 0.0 0.0 6.7 6.7 0.0 20.0 26.7 46.7 13.3 13.3 20.0 46.7

100

6.6

정부/지자체
(15) 0.0 13.3 0.0 13.3 0.0 6.7 6.7 13.3 26.7 13.3 33.3 73.3
산하기관

100

6.9

소
국공립연구소
속
(16) 0.0 6.3 0.0 6.3 6.3 0.0 6.3 12.5 25.0 43.8 12.5 81.3
/출연연

100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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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4) 0.0 0.0 2.3 2.3 0.0 0.0 9.1 9.1 27.3 20.5 40.9 88.6

100

7.8

기업

(16) 0.0 0.0 0.0 0.0 0.0 0.0 18.8 18.8 31.3 31.3 18.8 81.3

100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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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응답자의 85.8%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 추진과정의 합리성을 확보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6-10> 질의 3-1. 사업추진과정의 합리성 확보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부정

보통

긍정

100점
평균
평균
9 합계 (점) (점)

구

분

인원
(명) 1

전

체

(106) 4.7 0.9 4.7 10.4 0.0 0.9 2.8 3.8 15.1 31.1 39.6 85.8

100

7.5

정부/지자체 (15) 13.3 0.0 13.3 26.7 0.0 0.0 6.7 6.7 13.3 33.3 20.0 66.7

100

6.3

정부/지자체
(15) 0.0 6.7 6.7 13.3 0.0 0.0 6.7 6.7 20.0 6.7 53.3 80.0
산하기관

100

7.5

소
국공립연구소
(16) 12.5 0.0 6.3 18.8 0.0 0.0 0.0 0.0 12.5 31.3 37.5 81.3
속
/출연연

100

7.1

2

3 합계 4

5

6 합계 7

8

대학

(44) 2.3 0.0 2.3 4.5 0.0 2.3 2.3 4.5 13.6 34.1 43.2 90.9

100

7.9

기업

(16) 0.0 0.0 0.0 0.0 0.0 0.0 0.0 0.0 18.8 43.8 37.5 100.0 100

8.2

3-2.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 응답자의 86.8%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정부예산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
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6-11> 질의 3-2. 정부예산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전

분

인원
(명) 1

체

부정
2

3 합계 4

보통
5

6 합계 7

긍정
8

100점
평균
평균
9 합계 (점) (점)

(106) 2.8 1.9 3.8 8.5 0.9 0.9 2.8 4.7 14.2 35.8 36.8 86.8

100

7.6

정부/지자체 (15) 0.0 0.0 13.3 13.3 6.7 0.0 13.3 20.0 13.3 26.7 26.7 66.7

100

6.9

정부/지자체
(15) 0.0 13.3 6.7 20.0 0.0 0.0 0.0 0.0 6.7 20.0 53.3 80.0
산하기관

100

7.3

소
국공립연구소
속
(16) 12.5 0.0 0.0 12.5 0.0 0.0 0.0 0.0 12.5 56.3 18.8 87.5
/출연연

100

7.2

대학

(44) 2.3 0.0 2.3 4.5 0.0 2.3 2.3 4.5 13.6 40.9 36.4 90.9

100

7.8

기업

(16) 0.0 0.0 0.0 0.0 0.0 0.0 0.0 0.0 25.0 25.0 50.0 100.0 100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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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예비타당성조사는 효과적인 사업 관리 및 성과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응답자의 81.1%가 예비타당성조사는 효과적인 사업 관리 및 성과제고에
기여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6-12> 질의 3-3. 효과적인 사업관리 및 성과 제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부정

보통

긍정

100점
평균
평균
9 합계 (점) (점)

구

분

인원
(명) 1

전

체

(106) 3.8 0.9 6.6 11.3 0.0 1.9 5.7 7.5 17.0 32.1 32.1 81.1

100

7.3

정부/지자체 (15) 6.7 0.0 26.7 33.3 0.0 0.0 6.7 6.7 20.0 26.7 13.3 60.0

100

6.0

정부/지자체
(15) 0.0 6.7 6.7 13.3 0.0 0.0 6.7 6.7 13.3 13.3 53.3 80.0
산하기관

100

7.5

소
국공립연구소
(16) 12.5 0.0 6.3 18.8 0.0 6.3 0.0 6.3 18.8 37.5 18.8 75.0
속
/출연연

100

6.6

2

3 합계 4

5

6 합계 7

8

대학

(44) 2.3 0.0 2.3 4.5 0.0 2.3 4.5 6.8 15.9 40.9 31.8 88.6

100

7.7

기업

(16) 0.0 0.0 0.0 0.0 0.0 0.0 12.5 12.5 18.8 25.0 43.8 87.5

100

8.0

3-4.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주체의 기획역량 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 응답자의 81.1%가 예비타당성조사는 사업주체의 기획역량 제고에 기여
하고 있다고 응답함
<표 6-13> 질의 3-4. 사업주체의 기획역량 제고에 대한 만족도
(단위 : 명, %)
구
전

분

인원
(명) 1

체

부정
2

3 합계 4

보통
5

6 합계 7

긍정
8

100점
평균
평균
9 합계 (점) (점)

(106) 3.8 0.9 2.8 7.5 0.0 4.7 6.6 11.3 16.0 28.3 36.8 81.1

100

7.5

정부/지자체 (15) 13.3 0.0 6.7 20.0 0.0 13.3 0.0 13.3 6.7 40.0 20.0 66.7

100

6.5

정부/지자체
(15) 0.0 6.7 6.7 13.3 0.0 0.0 6.7 6.7 13.3 6.7 60.0 80.0
산하기관

100

7.6

소
국공립연구소
속
(16) 6.3 0.0 0.0 6.3 0.0 0.0 12.5 12.5 12.5 50.0 18.8 81.3
/출연연

100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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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44) 2.3 0.0 2.3 4.5 0.0 4.5 9.1 13.6 20.5 18.2 43.2 81.8

100

7.6

기업

(16) 0.0 0.0 0.0 0.0 0.0 6.3 0.0 6.3 18.8 43.8 31.3 93.8

100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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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발전을 위한 의견
□ ‘자문위원 검토 시간이 너무 짧음(6명)’, ‘기획자와 더 많은 소통의 기회
필요(4명)’의 의견이 가장 많았음
<표 6-14>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발전을 위한 의견
구

사례수(명)

%

전
체
자문단 검토 시간이 너무 짧음
R&D 분야 예비타당성조사 부적합
기획자와 더 많은 소통의 기회가 필요
전문가 인력 확보 필요
R&D 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기준 완화 필요
검토 기간이 너무 짧음
실무진 충원 필요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사업 개선
자문위원 전문성 확보 필요
잦은 제도변경 지양
평가항목 개선
경제성 분석 개선
경제성 분석 근거나 도출데이터도 담당 부처에 공유 필요
과제담당자에게 평가내용 제공 필요
관련 기관과 정부 노력 필요
기술적 접근도 중요하지만 사업 필요성이나 계획 완성도
측면이 더욱 강조되어야 함
기획과정 적절성 필요
내실있는 계획서 작성
대상 사업 수 축소 필요
보고서의 양적 분량은 축소하고 질적 수준을 높혀야함
빠른 예비검토를 위한 패스트트랙 필요
빠른 의사결정을 위해 보고서 수정을 1회로 제한 필요
사업 목적과 보고서 일관성 확인 강화 필요

분

101
6
4
4
3
2
2
2
2
2
2
2
1
1
1
1

100.0
5.7
3.8
3.8
2.8
1.9
1.9
1.9
1.9
1.9
1.9
1.9
0.9
0.9
0.9
0.9

1

0.9

1
1
1
1
1
1
1

0.9
0.9
0.9
0.9
0.9
0.9
0.9

사업 절차의 정형성으로 인해 사업의 비정형성을 반영하기 힘듦

1

0.9

사업 특수성 반영 필요
사업의 세밀한 검토 필요
선정 과정 문제 개선 필요
성과 위주 평가보다 기초기술의 초석을 다지는 부분도 고
려해줬으면 함
순환보직인 주관부처 공무원의 의도보다 기획위원들의 의
견이 존중되어야 함

1
1
1

0.9
0.9
0.9

1

0.9

1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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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실무진 고생많은데,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충분한 보상이
제도적으로 보장됐으면 함
심사제도 개편
연구자들 업무 과중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사업 축소 필요하며, 간이 예비타당성
조사 트랙 필요함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 중간점검 제도화
예비타당성 평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화 및 체계화
에 크게 기여함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도출 과정 및 결론에 만족함
예비타당성조사 기간 단축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요건 개선 필요
예비타당성조사 예외적용 조건 강화
원천기술형 사업에 대한 개선 필요
자문위원 수 증가 필요
자문위원 전문성 확보 필요
자문의견 반영비율 상향 필요
전문가 자문의견 적극 반영 필요
전문성 확보 필요
정책적 타당성의 체계적 검증 위한 가이드라인 필요
제도 보완 강화 및 기획단계 부터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이후 사업 성공 가능
조사 기간 축소 필요
조사기관 독립성 강화 및 조사결과 존중 필요
조사위원의 책임과 권한 강화
중립성 보장이 제도적으로 보장됐으면 함
초기 검토과정 체계적 추진 필요
컨설팅 업체에 의존하는 것은 공정한 심사에 영향을 줌
탈락 사업 재조사 경우 기존 의견 반영여부 확인 필요
평가 전문성 강화
평가기간 확대
평가기관 권한 강화
평가위원 의견 반영여부 공유 필요
평가의견 보완 시간 보장
평가의원 인력풀 보강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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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수(명)

%

1

0.9

1
1

0.9
0.9

1

0.9

1

0.9

1

0.9

1
1
1
1
1
1
1
1
1
1
1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1

0.9

1
1
1
1
1
1
1
1
1
1
1
1
1
25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0.9
23.6

제 7 장

결

론❚

제7 장 결 론

□ 본 과제는 다양한 지식의 적극적인 반영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개발부문
사전분석에 대한 전문가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써, 전문성이 높은 연구개발사업의 사전분석에 대한 저변을 확대한다
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음
○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는 정
부의 재정운영과정의 일부로서 제도화되어 수행되기 때문에 동 제도
의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 뿐만 아니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와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의 분석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의 특
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 정비 및 방법론 검증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R&D부문 예비타당성조사 교육을 통해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연구개발
사업 기획역량도 제고될 것으로 기대
○ KISTEP은 연구개발부문 예비타당성조사의 총괄수행기관으로서, 제도
의 수용도 제고와 함께 제도에 대한 정보의 공유 및 전파를 위해
2012년부터 R&D부문 예타조사 교육을 실시하여 왔으며, 교육 참여자
들로부터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이는 교육의 컨텐츠의 질을 유지하고 과거 교육 참여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꾸준히 개선하는 노력을 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됨
○ 2021년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상반기에는 온라인 방식으로 3
일간 진행하고, 하반기에는 오프라인 방식으로 3회 진행하여 방역상
황이 지역별로 다른 어려운 개최 여건에서도, 참여기관 및 대상자의
교육 수강의 편의성을 고려하도록 노력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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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로키움과 기술동향조사를 통해 조사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었음
○ 연구개발사업 사전분석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각계의 전문가가 참여
하여 분석방법론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하는 R&D 사전분석 콜로키움
을 3회 개최하였음
- KISTEP 연구진은 동 연구를 통해 다양한 연구개발분야의 전문가와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추후 관련 분야의 예비타당성조사가 수행될 경
우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최신 기술동향 파악 및 예비타당성조사와 관련된 기초정보와 분
석방법론에 대한 이론의 학습을 위해 전문가 초청 기술분석 세미나를
6회 진행하였음
- 다양한 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사업이 제안되고 있기 때문에, 유망 기
술분야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최신 기술동향을 미리 파
악하는 것은 향후 조사에 도움을 줄 수 있음
○ 그 외에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문가 섭외를 통한 회의 개최가
상당부분 제한되는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7건의 기술동향 주제에 대
해 최신 기술동향조사 리포트를 각계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본 보고서
에 반영함으로써,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분석 수행을 위한 기술·산
업정보를 파악하고, 시장동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디지털 뉴딜 등 국
가적으로 중점 추진하려는 기술·산업분야에 대한 동향정보를 검토한
결과를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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