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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무형자산(intangible assets)인 기술은 빠른 발전 속도와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유형

자산(tangible assets)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제약이 있어왔고, 그 동안의 금융

관행상 담보로 인정받기도 어려워 기술기반의 기업은 기술을 바탕으로 업을 확장‧

발전시키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기술에 대한 평가, 즉 기술평가(Technology Valuation & Evaluation)는 기술을 

보유한 자가 이를 자산화 할 수 있는 기술력평가와 기술 그 자체가 지닌 경제적 

가치를 평가하는 기술가치평가를 포괄한다. 전자는 기술의 가치를 등급(等級)‧점수

(點數)로 표현가능하고 후자는 가액(價額)으로 표현 가능하다. 기술평가의 활용범위는 

매우 넓은데, 기술의 이전‧거래부터 현물출자(現物出資), 담보권 설정,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청산가치 산정, 기술분쟁 소송 시 손해배상액 산정 등이 그것이다. 

기술평가제도는 기술금융의 범주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인 시장실패영역인 

기술금융의 특성으로 우리나라에서 기술평가제도는 정부주도의 정책 하에서 시행‧발전

되어 왔다. 정부는 「기술이전법」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을, 제10조에 따라 기술거래

기관을 지정‧관리하고 있다. 2019년 10월 기준으로 기술평가기관은 총 26개, 기술거래

기관은 총 133개 기관이 지정되었다. 이 밖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평가기준 운영

지침」(고시),「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등을 마련하여 배포하였고, 금융위원회는 기업의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해 평가하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 지정을, 과학기술정보

통신부는 공공연구기관(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에서 창출한 연구성과의 사업화 지원을, 

특허청은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활용한 자금 조달 시 평가비용지원사업 등을 추진

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기술평가 시행기관의 운영현황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전문가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과 세미나, 그리고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바람직한 기술평가체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개선과제를 제시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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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의 목적을 두었다.       

현행 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한 주요쟁점을 총 네 가지로 도출하였다. 

첫째, 기술평가에 대한 수요는 시장실패영역인 기술금융의 특성상 여전히 민간

보다는 공공영역 중심으로 창출되고 있고, 과거 상설 기술거래 플랫폼을 표방했던 한국

기술거래소의 폐지(2009년) 이후 웹 기반의 기술거래 플랫폼(NTB 기술은행, Tech- 

Bridge, 미래기술마당 등 9개)이 다수 운영 중이나 기술을 매개로 기술공급자와 기술

수요자 간 실질적인 매칭과 거래행위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해서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는데 대해 기술평가 시장

에서는 한목소리로 시정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도 주요 쟁점 중 하나이다. 「상법」 제

299조의2에서는 공인된 감정인으로 하여금 기술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감정평가를 허용

하고 있는데, 비전문가인 감정인에 의한 평가로 시장이 왜곡되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셋째, 기술력과 신용도를 합산해 중소기업의 기술신용등급을 산출하는 기술신용

평가가 실제로는 기술력보다 신용도에 근거해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고, 현실성 없이 낮은 평가 

단가를 적용해 평가결과가 부실화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마지막으로, 기술평가와 직접 

관련되는 자격이 현재 약 10종에 이르나 국가자격 1종(기술거래사)을 제외한 대부분의 민간

자격이 차별성 있는 자격요건, 내실 있는 실무교육, 보수교육 체계 등을 제대로 갖추고 

있지 못해 부실화 또는 남발되는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이에 본 본고서는 위와 같은 문제인식과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기술평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첫째,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가 필요하다. 기술수요자인 

기업‧시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을 제공할 수 있도록 기술거래 플랫폼을 보다 시장기능 

중심으로 설계하고, 온-오프라인을 연계하는 시스템 개선을 통해 손쉽게 기술거래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의 신뢰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와 

관련한「상법」등 관련 법률을 정비하여 공인된 감정인의 업무범위를 재정립하는 것도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기술신용평가의 내실화를 위해 기술력에 대한 평가결과를 현



실성 있게 반영하고 기술평가기관의 추가 지정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평가 전문가의 저변 확대와 이들에 의한 평가결과의 공신력 강화를 

위해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과 확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국가자격(기술거래사)의 

자격부여 등을 개선하고, 민간자격 중 선별을 통해 ‘국가자격화’ 또는 ‘민간 공인자격화’를 

추진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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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I. 서론

□ 기술기반의 창업‧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고 이에 발맞추어 정부도 기술

이전‧사업화 장려, 혁신펀드1)의 확대 등 정책금융을 활용한 중소‧벤처기업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무형자산으로서의 혁신기술은 기업의 가치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수단이며 국가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핵심 요소임 

○ 최근에는 혁신기술에 금융자원을 결합한 기술금융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어 

기술혁신 전과정(R&D‧기술개발-이전‧창업-사업화)의 활성화가 기대됨  

□ 무형자산인 기술은 속성상 빠른 발전 속도와 높은 불확실성 때문에 유형

자산에 비해 그 가치를 인정받는데 많은 제약이 있고, 그동안의 금융관행상 

담보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임  

○ 위와 같은 이유와 미성숙한 기술금융 시장의 특성으로 인해 기술금융 시장

에서 기술평가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음   

□ 혁신기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술의 가치와 

속성을 정확히 평가하여, 이를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매칭 시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음   

○ 혁신기술에 대한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는 기업 간 기술거래,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기업의 M&A, 나아가 투자자금의 회수 등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에 있어 출발점이 됨 

○ 기술을 평가하여 화폐가치 또는 가액으로 전환하는 작업인 기술평가는 기술 

1) 금융위원회가 지원하는 성장사다리펀드가 출자한 하위 펀드인 ‘기술가치평가투자펀드’가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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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자체뿐만 아니라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경쟁력을 평가하는 척도이기도 함  

○ 또한 기술평가는 기술의 이전‧거래부터 현물출자, 담보권 설정, 자산

평가 등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기술탈취 사건 

발생 시 손해배상액 산정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음    

[그림 1] 기술평가 시장의 구조(기술사업화 관점)

              자료: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현재 기술에 대한 평가는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다수 기관에서 시행중이나 

평가목적이 서로 다르고 기준과 절차 또한 상이해 시장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또한 기술평가를 바탕으로 한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어 시의적절한 검토가 필요함 

□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공공과 민간에 분산된 기술평가 시행기관의 운영

현황을 현장 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보고,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문제점과 

현행 제도의 한계점을 짚어본 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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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태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 국내에서 기술평가제도는 국가 산업경쟁력 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

기술의 개발 및 개발된 기술의 이전‧사업화 시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발전되어 왔음  

○ 기술평가는 기술금융2)의 범주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표적인 시장

실패 영역인 기술금융의 특성상 기술평가제도도 정부주도의 정책 하에서 

시행되고 있음       

○ 기술평가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목적은 기술평가 기준 및 절차의 확립, 

기술평가 결과의 신뢰도 제고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시장에 의한 개방형 

평가체계를 정립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음  

□ 정부는 2013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지식재산‧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한 이래, 기술(technology)을 

포함한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 시장에서 제대로 가치를 평가받고 

사업화될 수 있는 체계를 구현하고자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의 이전‧거래, 사업화, 기술담보대출 등을 위한 기술평가의 경우 국내

에서는 아직까지 민간시장이 활성화 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 

기준과 절차 등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 상황임 

□ 본 보고서는 현장조사를 통해 정부주도의 기술평가 체계와 지원 시스템을 

2) 기술금융의 개념에 대해서는 ‘Ⅲ장’에서 자세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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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고, 시장의 필요를 반영한 바람직한 기술평가체계 정착을 도모하기 

위한 개선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함 

2. 조사대상 및 범위

□ 기술평가를 주요 업무로 수행중인 전문기관3)을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구분하고, 대표성이 높은 7개 기관을 선정 후 직접 방문하여 현황 파악 및 

전문가 면담 등을 실시함([표 1]) 

○ 전문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기술평가 사업 자격을 부여받은 기관으로 한정하되 

민간과 공공부문을 균형 있게 선정하고, 관련 시장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하여 민간단체(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도 대상기관에 포함시킴

○ 기술평가 전문기관은 하드웨어적인 시설이나 장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고

구성원(전문가)의 능력과 기관의 노하우가 절대적이므로 현장조사는 집단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에 중점을 두고 진행함4)

○ 전문가 심층면담은 사전에 질문지를 배포하고 일정기간의 숙려를 거친 후 

진행함

3) 전문기관 현황은 ‘Ⅲ장’에서 자세히 기술함

4) 기술평가 전문기관이 작성하는 기술평가보고서(또는 기술분석보고서)의 경우 기업의 보유기술, 

재무, 노하우 등을 구체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대외 공개가 불가하므로 본 보고서에서는 공개하지 

않기로 함. 해당 기관의 전경 등 현장사진 등도 본 보고서의 취지와는 거리가 있어 배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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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일 방문기관(부서) 주요내용 비고

1 5월14일
㈜윕스 

(기술가치평가센터)

[민간부문]

‧국내 기술평가 시장 규모와 민간의 

사업영역

‧시장에서 기술평가․기술거래 수요

‧정부주도 정책(법률, 사업 등)의 

문제점 

‧입법‧정책건의사항 청취 

기술평가

기관,

기술거래

기관 

2 5월21일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평가센터)

[공공부문]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특허청 사업) 실태 

‧기술탈취 사건, 지재권 소송에서 법원 

지원 현황

‧지재권 평가기법 개발 현황

기술평가

기관,

기술거래

기관 

3 5월24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술사업단)

[공공부문]

‧R&D중심 공공기술의 가치평가와 

 사업화 지원 현황  

‧공공기술평가를 위한 출연연 간 협력 

‧기술지주회사 활성화 방안 

기술평가

기관, 

기술거래

기관 

4 6월 3일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금융팀)

[공공부문]

‧기술가치평가 가이드라인 및 운영지

침의 한계점  

‧기술거래소 부활과 관련한 현장 의견 

‧기술평가의 근거가 되는「기술이전법」

의 개정 수요 

기술평가

기관 

5 7월 9일
한국기업‧기술가치

평가협회

[민간부문]

‧시장에서 기술평가․기술거래 수요와 

현황

-

[표 1] 현장방문 일정 및 방문대상 기관 (2019년 5월~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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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가치평가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증화와 관련한 

의견 청취 

6 7월 9일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공공부문]

‧‧R&D중심 공공기술의 가치평가와 

사업화 지원 현황  

‧공공기술평가를 위한 출연연 간 협력 

-

7 7월 18일
기술보증기금

(중앙기술평가원)

[공공부문]

‧기술을 담보로 한 평가 및 보증 

현황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기술평가 

지원 현황 

‧기술가치평가기법 개발 현황

기술평가

기관, 

기술거래

기관

주: 기술평가기 이란「기술이 법」제35조에 따라 계 앙행정기 의 장이 지정한 기 을, 

기술거래기 이란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계 앙행정기 의 장이 지정한 기 을 말함 

□ 아래와 같이 기술평가의 근거가 되는 법률과 제도, 정부주도로 시행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문헌 및 공개된 자료에 기반 한 조사를 실시함

○ (법률)「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기술이전법”)」(산업통상

자원부 소관),「기술보증기금법」,「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벤처

기업법”)」(이상 중소벤처기업부 소관),「발명진흥법」(특허청 소관) 등

○ (제도) 기술평가기관 지정(「기술이전법」제35조), 기술거래기관 지정(「기술

이전법」제10조), 발명의 평가기관 지정(「발명진흥법」제28조), 관련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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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 등) 등 

○ (정책)「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에 관한 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술가치평가 품질관리지침」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산업통상자원부),「기술

이전 업무매뉴얼」(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 (사업) 혁신형중소기업 기술평가비용 지원사업(산업통상자원부), 기술평가사업

(중소벤처기업부),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특허청), 기술가치평가지원사업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5)

3. 주요쟁점 도출 방법

가. 전문기관 방문 및 집단 심층면담

□ 기술평가는 유형의 시설이나 장비에 의존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모델과 전문인력 그리고 시스템을 통해 시행되는 특성이 있음  

○ 이에 따라 평가결과의 축적과 평가모델의 신뢰성이 형성되고 시장에서는 

기술평가 비즈니스 모델이 자리를 잡게 됨  

○ 따라서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시행기관의 현황과 애로사항에 대해서는 정량적

이고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하기 보다는 기술평가 기관이 보유한 노하우와 

무형의 평가능력에 대해 인터뷰, 세미나 등의 정성적인 방법에 무게를 둔  

접근이 필요함  

□ 앞에서 기술한 현장조사 대상기관([표 1])은 현재 기술평가와 관련하여 국내

5) 정부의 기술평가지원사업은 본문에서 직접 다루지는 않고 본문 내용 중 관련 내용을 언급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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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기술평가 시장에 대한 진단 

* 수요자와 공급자의 니즈 불일치, 관련 시장 또는 인프라 부족 등 

⚬

2. 현 시점에서 ‘기술거래 플랫폼’의 상설화 필요성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 수신대상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금,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한국

발명진흥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윕스,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

협회 실무 담당자  

 ‣ 의견수렴 기간 : 2019. 7. 25. ~ 7. 31. (7일 간)

 ‣ 의견 회신처 : 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 

 ‣ 문항구성(총 10문항)

[표 2] 기술평가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한 질문지 구성

에서 공신력과 대표성이 가장 높은 기관이라고 할 수 있음6)

□ 현행 기술평가제도와 관련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도출을 위해 현장조사 

대상기관의 부서장급 전문가와 관련 인력을 특정 후 사전에 질문지를 배포

하고, 일주일 후 방문하여 집단 심층면담(Focus Group Interview)을 진행함 

○ 심층면담 대상자는 기술평가 분야에서 15년 이상의 경력과 상당한 수준의 

전문성‧노하우를 보유한 기관별 간부급 임원 및 전문가임   

○ 사전질문지는 [표 2]와 같이 설계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수렴하기 

위해 모든 응답은 분량 제한 없이 자유기술 방식으로 함  

 

6) 현장조사 대상기관은 대부분「기술이전법」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제35조) 또는 기술거래기관(제10조) 

으로 지정되어 있고, 정부가 주기적으로 운영현황의 파악과 품질 관리를 실시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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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거래소 폐지(2009년) 이후 상설 또는 다른 형태의 기술거래 플랫폼 
구축 필요성 

⚬

3. 기술평가와 관련한 법률‧행정적 문제점

* 예: 발명의 평가기관‧기술거래기관‧기술평가기관 지정제도, 기관별 기술가치평가 
DB구축, 감정평가사의 업역 등 

⚬ 

4. TCB평가(금융위원회 소관)의 부실화 진단 

* 기술보다는 신용에 기반 한 평가, 단가문제 등 

⚬

5.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의 국가기술자격증화 필요성 

*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거래사, 기술신용평가사 등의 시험‧자격제도 운영 

⚬

6. 기술금융 시장의 발전방안(넓은 안목에서 고려해야할 사항)

* 은행권/공공기관/민간의 역할, TRL 등을 고려한 기술혁신-투자-이전‧사업화 등

⚬

7. 기술평가 기법 또는 결과의 객관성‧신뢰성 강화 방안  

⚬

8. 입법 또는 정책개선 건의 

* 기술이전법, 특허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등의 개정 필요사항, 현행 정책(제도) 개선방안

⚬

9.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 양성 필요성

⚬ 

10. 정책대상 기관으로서의 애로점

* 기술평가기관의 애로사항 또는 건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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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윕스(민간) ㈜윕스 기술평가부서  문인력

한국발명진흥회(특허청 산하)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 회(민간)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기술보증기 ( 소벤처기업부 산하)

[그림 2] 주요 기술평가기관 현장조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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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현장 전문가 세미나  

□ 사전 설문을 통해 취합된 기관별 의견과 전문가별 심층면담 결과를 정리한 

후 설문조사 대상기관 전문가들에게 회신하여 재차 피드백을 거침    

□ 현장조사와 심층면담을 통해 취합된 기관별 의견을 논의 주제로 확정한 후 

현장 전문가 세미나를 개최함([그림 3], [표 3])

○ 기술평가는 고도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필요한 분야라는 점을 고려하여  

참석자는 관련 업계, 연구계 및 시장 관계자로 한정하고 장소는 한국기술센

터7)로 정함 

○ 세미나는 위의 사항과 관련한 주제발표(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회입법

조사처)8)와 심층토론 순서로 진행함 

 

7) 우리나라 기술벤처의 발상지라고 할 수 있는 강남구 테헤란로에 위치한 한국기술센터는 정부의 

기술료 수입을 자산으로 하여 매입한 지하 5층, 지상 21층 규모(연면적 2만 5,222m2)의 건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전략기획단, 공학한림원, 한국표

준협회 등 산업기술과 관련한 기관들이 주로 입주해 산업기술 수요자들에게 one-stop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8) 주제발표①: 기술금융의 역할 재조명(한국산업기술진흥원 백대우 수석연구원), 주제발표②: 기술평가 

관련 정책․입법적 개선필요사항(국회입법조사처 박재영 입법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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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가 발표  토론   

한국기술센터 경 한국기술센터 진입로

세미나 발표자료

[그림 3] 현장 전문가 세미나 개최(2019.8.1., 한국기술센터)



❘ 13

Ⅲ.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III.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1. 기술금융시스템에서의 기술평가  

가. 기술금융의 개념

□ 기술금융(technology financing 또는 innovation financing)에 대한 법률적 정의는 

부재하나 정부주도의 기술정책 또는 금융정책 현장에서는 다음과 같이 통용

되고 있음 

□ 산업관점에서 기술금융이란 기술과 금융이 결합된 기업금융의 한 분야로서, 

광의로는 ‘R&D‧기술개발 → 창업 → 사업화 → 성장’ 등 기술혁신 전(全)과정에 

필요한 자금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를 통해 공급하는 것을 의미함9)

○ 손수정(2018)10)은 기술이 갖는 리스크(기술과 시장의 불확실성, 정보의 

비대칭성 등)를 인지하고, 기술의 미래가치에 대한 가치평가를 통해 기술과 

시장을 연결하기 위해 투입되는 위험 선호적 자본 운영을 기술금융이라고 

정의하기도 하였음 

○ 한편 협의의 기술금융은 미래수익 창출이 기대되는 기술과 아이디어 등에 

대해 가치평가에 근거하여 필요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를 의미하기도 함 

9)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2014.11., p.4.;

김광희,「기술금융 활성화 방안(기술금융상품을 중심으로)」,『중소기업연구원 기본연구』

08-16, 2018.12., p.1. 

10) 손수정,「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STEPI 정책자료』2018-02,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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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을 종합하면 기술금융은 기술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해 정성/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자본을 융통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11) 

○ 기술평가를 통해 공급되는 자본은 정부보조금, 기술보증기금의 보증대출, 

모태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벤처캐피탈의 직접투자 등이 대표적임 

○ 이때 기술금융은 자본을 공급하는 자와 자본수요자 뿐만 아니라 이를 중개

하는 중개기관, 즉 플랫폼을 필요로 함  

[그림 4] 기술금융의 구조

  자료: 손수정,「기술 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2018.12., p.13.

나. 기술금융 시장에서 기술평가의 필요성

□ 기술금융은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곧 기술평가에 기반 하므로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기술평가시스템 구축이 필요함12) 

11) 손수정,「기업벤처캐피탈(CVC) 기능에 대한 고찰과 정책시사점」,『중소기업금융연구』, 2018.

12) 금융위원회,「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개선 방안」, 2014.6. 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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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는 기술에 대한 가치평가(valuation), 기술의 등급화(classification) 

및 등급평가(evaluation), 기술보유 기업에 대한 역량평가 등을 포함하는데 이는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중개기관을 모두 고려한 기술금융 차원에서 고려

되어야 함   

□ 기술금융에서의 기술평가는 1986년 12월 제정된「신기술사업 금융지원에 

관한 법률」13)에 근거하여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이 기술평가에 기반 한 보증

지원사업을 확대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 

□ 기술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자금을 제공하는 이러한 기술금융은 현재 기술

이전‧사업화 지원, 보증연계 투자‧융자 등 다양한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그 범위와 역할이 날로 확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음

2. 기술에 대한 평가 

가. 기술 및 기술평가의 정의   

(1) 기술 및 기술의 범주

□ 기술평가 시장 현황을 기술하기에 앞서 본 보고서의 주제이자 평가의 대상이 

되는 “기술(technology)”의 사전적/국제적/법률적 정의를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음 

○ 사전적으로 기술은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

하도록 가공하는 수단이나 방법”14)을 의미함

13) 2002년 8월 26일「기술신용보증기금법」으로 법제명이 바뀌었다가 다시 2016년 3월 29일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법제명이 바뀌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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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는 이를 

“특정분야 지식의 실제적 응용과정, 절차, 제조, 농업, 공업 등의 분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체계화된 지식”으로 정의함15)

○ 한편 다수의 법령에서는 기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음  

-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또는 출원된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반도체직접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식재산, 이에 대한 사항이 

집적된 자본재와 이에 대한 기술 정보, 대통령이 정하는 것(「기술이전법」

제2조제1호)16)

-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 되었거나 

등록을 신청 중인 특허‧실용신안‧디자인 및 이에 준하는 지식재산, 이에 

대한 사항이 집적된 자본재와 이에 대한 기술 정보,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과학‧산업적 노하우(「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3조)

□ 또한 기업에 현물출자(investment in kind)17) 시 현물출자의 대상으로 “기술”을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한 경우도 있는데, 이는 기업가치에서 무형자산인 

기술을 금전과 같은 재산으로 보고 그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음  

○ 「벤처기업법」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으로 특허권, 실용신

안권, 디자인권과 함께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리도 포함

시킴(제6조제1항) 

14) 국립국어원의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우리말샘(https://opendict.korean.go.kr)

15) Ulrich Schmoch,「Concept of a Technology Classification for Country Comparisons」, WIPO, 2008.6.

16) 대통령령(「기술이전법 시행령」제2조)에서는 이전 및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적‧과학적 또는 

산업적 노하우(know-how)까지로 기술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음 

17)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형태를 말하며, 동산, 

부동산, 채권, 유가증권,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등이 대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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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이전법」에서는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 하려는 자가 기술평가기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평가를 받은 경우 공인된 감

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인정함(제23조제1항) 

□ 이상을 종합해보면 무형자산으로서의 기술, 곧 기술자산은 넓은 범위에서는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음 

○ “지식재산”이란 인간의 활동 또는 경험으로 창출되거나 발견된 지식, 정보, 

기술,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 영업이나 물건의 표시, 생물의 품종이나 유전

자원(genetic resources), 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것을 말함

(「지식재산기본법」제3조제1호)  

○ 따라서 기술평가의 대상은 기술 그 자체뿐만 아니라 유‧무형의 지식과 이에 

따른 결과물 등 지식재산까지 포함하여 그 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음

(2) 기술평가  

□ 기술평가를 정의하기 앞서 평가대상인 기술은 전술한 것처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술자산(technology assets)으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18)

○ 원론적으로 기술자산에 대한 평가는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가치에 대한 평가

(corporate valuation), 기업이 보유한 기술에 대한 평가(technology evaluation), 

기술이 비즈니스 또는 사회에 미치는 파급력인 기술영향에 대한 평가

(technology impact assessment)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고려 가능함

○ 이밖에도 해당 기술의 성능에 대한 평가, 기술의 전체적인 체계에 대한 평가, 

18) 손수정 등,「기술가치평가 기반 국가 R&D사업의 성과평가 및 기술료 연계 가능성 탐색연구」,

『정책연구』2014-24, 과학기술정책연구원,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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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수요자 관점에서의 기술수요평가 등도 고려 할 수 있음 

□ 이상을 고려하여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평가를「기술이전법」제2조제4호와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

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하고자 함

○ 광의의 관점에서 기술평가는 기술영향평가(Technology Impact Assesment) 

등을 포함하여 범위를 확장할 수도 있겠으나, 본 보고서는 시장관점에 입각

하여 기술을 자산화 할 수 있는 ‘기술력평가’와 ‘기술가치평가’만을 기술평가

(Technology Evaluation & Valuation)로 보도록 함([그림 5])  

기 술 평 가 

등급(等級)‧점수(點數)로 표현 가액(價額)으로 표현 기타  

①기술력
평가

(등급‧점수)

기술
수준
평가

기술
성능
평가

기술
성과
평가

②기술가치
평가
(가액)

기술영향
평가

기술
수요
평가

기술
문화
평가

 Technology Evaluation & Valuation  Technology Impact Assesment
↳ 시장(market)관점(주로 개별기술․기업수준) ↳ 사회(social)․문화(cultural)적 관점

[그림 5] 기술평가의 종류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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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평가 방법과 활용분야 

□ 기술평가 방법은 일률적이지 않고, 평가를 시행하는 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상이하나, 평가 대상의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 권리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 판단하는 방식이 기술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음

○ 이때에는 시장접근법(거래사례비교법, 로열티공제법 등), 수익접근법(기술요

소법, 로열티공제법, 잔여가치법 등), 원가접근법(역사적 원가법, 재생산원가법, 

대체원가법 등) 등의 기법이 활용됨19) 

[표 3] 수익접근법에 의한 기술가치평가 절차(예시)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7.12., p.38.

19) 본 보고서에서는 기술평가 기법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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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수익접근법 중 현금할인법을 사용한 기술가치평가 방법

□ 기술평가는 [표 4]와 같이 기술의 이전‧거래, 현금출자, 소송, 기업의 전략

수립, 세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됨 

 

목  용 도

이 ‧거래 M&A 포함한 기술의 매매, 라이선스 가격 결정

소 송
지식재산권(특허, 업비 , 노하우 등) 침해, 기술탈취, 채무불이행, 

재산 분쟁 련 소송 

 융 기술의 담보권 설정 는 투자유치

물출자 기술 는 지식재산권의 물출자

 략 기업의 가치 증진, 기술상품화, 분사(spin-off), 장기 략  경 계획 수립

청 산 기업의 산 는 구조조정에 따른 자산평가, 채무상환계획 수립

세 무 기술의 기증, 처분, 상각을 한 세무계획 수립  세  납부

기 타 코스닥 특례상장 등

자료: 산업통상자원부,『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2017.12.를 바탕으로 재작성

[표 4] 기술평가의 목적과 용도 

 ‧ 기술평가의 활용 범위가 매우 넓은 만큼 기술평가기관별, 분야별 평가사례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하고 DB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및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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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술평가 인프라 현황 

□ 기술평가 인프라는 기술평가활동의 기반을 제공하는 유‧무형의 제반요소

라고 할 수 있는데,20) [그림 7]과 같이 법‧정책, 기술평가기관/기술거래기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기술평가/거래시스템, 교육 및 인력양성 기관 등 

크게 네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음  

              [기술평가 인프라]

법・정책(제도)
・「기술이전법」 , 「발명진흥법」 등 
・「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 등

 

 

기술평가/기술거래 기관
・KIAT, 기술보증기금, KISTI, 
  KIST, ㈜윕스, TP 등 

기술평가/기술거래
플랫폼

 ・협회/단체, 공공기관 등

교육/인력양성 기관 ・NTB, Tech-Bridge, 
  IP market 등 
 

기술공급자 ⇄ 기술거래플랫폼 ⇄ 기술수요자

기술평가시장

[그림 7] 기술평가 인프라 및 시장 구조

20) 주식회사 아이링크스,「기술평가시장 현황분석 및 활성화 방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연구

용역보고서, 2011.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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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법률 및 중장기정책 동향 

(1) 법률

□ 「기술이전법」,「벤처기업법」,「기술보증기금법」,「발명진흥법」등 다수의 

법률에서는 기술평가를 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평가 내용을 규정하고 있음

([표 5])

○ 이와 같은 진흥 법률에서 명시하고 있는 기술평가는 관련 산업의 육성 또는 

촉진에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 중소‧벤처

기업에 대한 기술담보대출 등이 그것임 

○ 또한 민간차원에서는 2000년에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가 설립되어 기술

가치평가 서비스의 제공,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을 시행중

이고,21)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한국기술거래사회는「기술이전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제2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기술거래사 등록

업무를 위탁 받아 시행 증임 

   

21) 한국기술혁신학회 주도로 2000년 7월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부설기구인 ‘가치평가센터’를 

두고 있으며 전문교육 및 자격시험을 통해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국제공인가치평가사’, 

‘기술사업화전문코디네이터’, ‘가치분석사’ 등의 민간자격 교육과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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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법령  조항
기술평가
지정기

목

「기술의 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

제35조(기술평가기 의 지정 등) ① 계 앙행정기 의 장

은 기술이 ·사업화의 진을 하여 기술평가를 한 담

인력  리조직 등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 을 갖춘 기

을 기술평가기 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기술평가기 (이하 "기술평가기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기술평가

2.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  분석

3.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련 정보망 구축

4.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확산을 한 사업

산업부 장

고시에 의해 

지정된 기

기술의 

이   

사업화를 

한  

기술평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4(지회사의 출자 등) ② 기술지주회사에 출자하는 "

기술"은 제2조제6호에 따른 기술이어야 하며, 정 을 인증

받은 날부터 소 하여 1년 이내에「기술의 이   사업화 

진에 한 법률」제23조에서 정하는 기술평가기 의 기술

평가를 거쳐야 한다.

「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②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 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기술평가기 ) 제6조제2항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 "이란 다음 각 호의 기 을 말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보증기

3.「산업기술 신 진법」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

가 리원

한국산업

기술진흥원,

기술보증기 ,

한국산업기술

평가 리원,

한국환경공단,

국가기술표 원,

한국과학

기술연구원,

산업재산권 

등의 

가치평가

[표 5] 법률에 명시된 기술평가기관 



24 ❘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 원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  등의 설립·운   육

성에 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

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한국과학기술

정보연구원,

정보통신산업

진흥원「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0조(다른 법률  국제조약과의 계) ④ 통령령으로 정

하는 기술평가기 이 제2조제1항제8호라목에 따른 산업재산

권 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내용은「상법」제299조의

2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기술보증기 법」

제28조(기 의 업무) ① 기 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5. 생략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 으로 평가하여 액·등 ·의견 는 수 등

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술보증기

신기술

사업에 

한 

자 공  

목 의 

기술보증 

 

기술평가

「발명진흥법」

제28조(발명의 평가기  지정 등) ①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하여 계 행정기 의 장과 의하여 

국공립 연구기 , 정부출연연구기 , 민간연구기  는 기

술성·사업성 평가를 문 으로 수행하는 기 을 발명의 평

가기 (이하 "평가기 "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기 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통령령

으로 정하는 문인력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발명을 사업화하려는 자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

에 하여 발명의 기술성과 사업성에 한 평가를 요

청할 수 있다. 

국공립연구
기 ,

정부출연
연구기 ,

민간연구기

발명에 

한 

기술성, 

사업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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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제21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공간정보사업을 목 으

로 하는 회사를 설립하거나 이러한 회사가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공간정보 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한 권리를 물 출자하는 

경우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 이 그 가격을 평가

한 때에는 그 평가내용은「상법」 제299조의2에 따라 공인

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5조(기술평가기 ) 법 제21조에서 " 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 "이란 다음 각 호의 기 을 말한다.  

1.「산업기술 신 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산업기술 신 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 리원

3.「기술보증기 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

4.「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5.「건설기술 진흥법」 제11조에 따른 기술평가기

6.「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법 제21

조에 따른 공간정보 련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한 권리의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고 국토교통부장 이 인정하는 

비 리법인

한국산업기
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
평가 리원,

기술보증기 ,

한국과학기술원

공간정보

사업 

련 

물

출자 시 

기술평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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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장기정책 

□ 정부는 큰 범위에서는 기술금융의 활성화를 도모(금융정책)하고, 세부적

으로는 사업화하려는 기술에 대한 시장에서의 경제적 가치를 합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기술사업화 정책)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시행하고 있음([그림 8])

○ (금융정책) 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대출 등 중소기업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점에서 기술평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 (기술사업화 정책)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의 민간으

로의 이전‧사업화 및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거래‧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술평가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있음 

<기술평가의 목적> <주요 부처>

기술이전‧사업화, 
기술거래 촉진

: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특허청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기술사업화 

및 기술금융 

활성화
중소기업금융 활성화 : 금융위원회

[그림 8] 기술평가 관련 정부정책 방향 

□ 기술금융 및 기술평가 활성화를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수립‧시행중인 중장기 

정책들을 살펴보면 [표 6]과 같음  

○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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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등 주요 경제부처와 합의제 행정기관을 중심으로 관련 정책이 

수립되었으나 2017년 이후 범부처 성격의 정책은 발표되지 않고 있음 

  

■「제6차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계획(2017～2019)」

   (2017.3., 산업통상자원부, 기술이전‧사업화 정책협의회 상정)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이행현황 및 후속계획(안)」

   (2015.7.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시장주도 개방형IP‧기술가치평가체계 구축 실적점검 결과(안)」

   (2015.7.22.,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기술금융 체계화 및 제도 개선방안」

   (2015.6.8., 금융위원회)

■「시장주도 IP‧기술거래 활성화 주요 장애요인 및 개선방안」

   (2015.4.1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시장주도 개방형 IP‧기술가치평가 체계 구축(안)」

   (2014.4.10., 국가지식재산위원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상정)

■「공공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및 활성화」

   (2014.3.21., 미래창조과학부,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상정)

■「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2014.1., 금융위원회, 경제관계장관회의 상정)

■「지식재산‧기술가치평가 신뢰도 제고 방안」

   (2013.10.16., 미래창조과학부, 국무회의 상정)

[표 6] 기술평가 관련 중장기정책 수립 동향

  주: 호안의 기술순서는 수립년도, 수립주체, 정책상정 기구( 는 원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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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1) 기술평가기관

□ 「기술이전법」 제35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평가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26개 기관(공공기관 18, 민간기업 8)이 지정되었음([표 7]) 

 지정 기관 지정년도  지정 기관 지정년도

1 기술보증기금 2001년 14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14년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2001년 15 한국생산기술연구원 2014년

3 한국산업은행 2001년 16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2015년

4 한국발명진흥회 2001년 17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2016년

5 전자부품연구원 2002년 18 NICE 평가정보㈜ 2016년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2년 19 ㈜윕스 2016년

7 국방기술품질원 2008년 20 특허법인 다래 2017년

8 중소기업진흥공단 2008년 21 특허법인 다나 2017년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2010년 22 이크레더블 2018년

10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09년 23 특허법인 도담 2018년

1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014년 24 한국기업데이터(주) 2018년

12 한국과학기술연구원 2014년 25 ㈜나이스디앤비 2018년

13 한국기계연구원 2014년 26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2019년

[표 7] 기술평가기관 지정현황(2019년 10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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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부터 2015년까지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은 모두 공공기관이었으나 

2016년부터는 민간기관(기술‧특허분석기관, 법무법인, 특허법인)의 지정이 

늘어나고22) 있어 공공중심으로 구축된 기술평가시장이 점차 민간으로 확대

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한편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

는데, 「기술이전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서는 그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

득한 사람으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호23)에 따른 사업에 종사할 수 있는 전

문가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 기술평가기관 지정절차를 살펴보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

기관의 장은「기술이전법」제35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부 고시)에 따라 기술평가

기관 지정신청 공고 후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함

22) 중앙행정기관별 기술평가기관 지정현황을 살펴보면, 산업통상자원부 14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 6개, 특허청 3개, 농림축산식품부 1개, 보건복지부 1개, 해양수산부 1개 등 총 26개 

기관임

23) 기술평가, 기술평가 수요의 조사‧분석, 기술평가정보의 수집‧분석‧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평가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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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의 경우 기술평가기관 지정절차는 [그림 9]와 같음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수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정자문 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장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정자문 원회 심의  

자문의견 송부
 장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 원회)


지정 결정

(산업통상자원부)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9] 기술평가기관 지정절차(산업통상자원부 소관)

‧ 법률과 고시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별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있지만, 평가기관 지정 

후 엄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관련 법률에서는 지정취소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만 너무 느슨한 기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기술평가기관 지정 후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아직까지 1건도 없습니다.   

  

(민간 및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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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유형 기술거래기

공

공
기

기술보증

기  등 
(18개)

기술보증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한국기술벤처재단,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발명진흥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산업은행, 특허정보진흥센터(한국특허정보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 산업진흥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재) 북생물산업진흥원,

(재) 남생물산업진흥원, 충북 학교산학 력단,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남 학교산학 력단,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테크노

크

(18개)

(재)경기테크노 크, (재)경기 진테크노 크, (재)경북테크노 크,

(재)경남테크노 크, (재) 주테크노 크, (재) 구테크노 크,

(재) 테크노 크, (재)부산테크노 크, (재)송도테크노 크,

(재)울산테크노 크, (재) 남테크노 크, (재) 북테크노 크,

(재)제주테크노 크, (재)충남테크노 크, (재)충북테크노 크,

(재)포항테크노 크, (재)서울테크노 크, (재)강원테크노 크

민간기
(97개)

(주)기술과가치, ㈜델타텍코리아, 도원닷컴(주), (주)리온아이피엘, 

㈜마크 로, (주)비즈하스피탈, (주)아이피씨앤비, ㈜아이피웨이, ㈜윕스, 

(주)유라스텍, (주)이엠오티, (주)이디리서치,  (주)지 이티엠, 

(주)지티티비, ㈜테크노베이션 트 스, (주)테크란, (주)피앤아이비, 

(주)피에스엠비, 특허법인 다나, 특허법인 다울, 특허법인 무한, 특허법인 

세신, 특허법인 웰 엘엔 이, 특허법인 이룸, 특허법인 정안, 

(사)한국기업평가원, (주)웰아이피에스, 특허법인세아, 기술과행복, 

[표 8] 기술거래기관 지정현황(2019년 10월 기준)

(2) 기술거래기관 

□ 「기술이전법」 제10조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2019년 10월 기준으로 

총 133개 기관(공공기관 36, 민간기업 97)이 지정되었음([표 8]) 

○ 기술거래기관 역시 기술평가기관과 마찬가지로 민간기관 지정이 확대중이고

전체적으로는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된 민간기관이 공공기관보다 약 2.6배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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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인사이드, 아이피온, 아이피텍코리아, 아침기술경 연구원, 

디 트 스, 노베이션, 이노코리아 컨설 그룹㈜, ㈜르호 , 

㈜솔투로, ㈜아이티엘, 이엘피아이 컨설 , 특허법인 남 , 

특허법인 이노, 특허법인 천지, 특허법인 랜즈드림, 특허법인 러스, 

특허법인 화우, ㈜아이피투비, 특허법인 리, 특허법인 태백, 

아이피티앤드에이(주), 특허법인 티앤아이, ㈜네오리서치, 특허법인 해담, 

특허법인 지명, ㈜지상, ㈜제타 랜에 앤인베스트, ㈜테크비아이, 

㈜다래 략사업화센터, 넥스텔리 스(주), ㈜한국피씨피, 

㈜이노싱크컨설 , 특허법인 충무, 테크블랙홀, ㈜ 경지역 학공동기술지주, 

㈜ 이기술경 원, 특허법인 부경, 특허법인 지원, 특허법인 이지, 

특허법인 남앤드남, ㈜ 릿지오 날리지, 특허법인 다해, (사)한국산학연 회,

비에스알코리아, 장한특허법인, 로우 트 스, 략기술경 연구원,

두호 특허법인, 유닉, ㈜솔투미래연, 크라우드홀딩스, 특허법인PCR,

㈜ 주지역 학연합기술지주, 특허법인 스마트, 부산지역 학연

합기술지주㈜, ㈜한국경 인증원, 유미특허법인, 주식회사 이산

컨설 그룹, ㈜유에이드, 특허법인 아이피에스, 특허법인 유일하

이스트, 주식회사 아이피매그나, 주식회사 내비온, (주)이수IP센

터, ㈜에 엔피 트 스, 주식회사 비즈니움, 략컨설  혜안㈜

주: 여기에서 공공기 은「공공기  운 에 한 법률」제6조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 만을 뜻하지 않고, 공공목 으로 사업을 시행하거나 평가하는 기 을 의미함 

□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기술평가기관과 같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데, 「기술이전법 시행령」제16조제1항에서는 그 기준으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도록 하고 있음 

○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

로서 법 제10조제2항 각호에 따른 사업24)에 종사할 수 있는 사람 3명 이상을 

상시 고용할 것

24) 기술이전‧사업화 대상 기술의 파악, 수요 조사, 분석 및 평가,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
유통 및 관련 정보망 구축, 기술이전의 중개‧알선,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유통을 촉진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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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거래에 관한 업무

지침서를 보유할 것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이전‧사업화 정보의 

수집‧관리‧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유지할 것 

□ 기술거래기관 지정절차를 살펴보자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

관의 장은「기술이전법」제10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요령」(산업부 고시)에 따라 기술거래기관 

지정신청 공고 후 지정요건을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기술거래기관을 지정함

○ 기술거래기관 지정절차는 [그림 10]과 같음 

공 고
(산업통상자원부)


신청 수

( 계 앙행정기 )


신청서류 검토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정자문 원회 구성 
(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장실태조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정자문 원회 심의  

자문의견 송부
 장실사결과 보고

(지정자문 원회)


지정 결정

( 계 앙행정기 )


지정 공고

(산업통상자원부)

[그림 10] 기술거래기관 지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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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평가/기술거래 플랫폼 

□ 공공 또는 민간에서 개발된 기술의 원활한 이전과 거래중계(기술기반 기업의 

M&A 포함)를 목적으로 개설된 플랫폼이 다수 운영 중인데, 과거 한국기술

거래소25)와 같은 상설 플랫폼은 부재하고 모두 공공주도의 웹 기반 플랫폼 

형태로 운영 중임([표 9], [그림 11])

○ 기술거래는 기술평가를 전제로 이루어지므로 기술평가만을 위한 플랫폼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현재 운영 중인 플랫폼은 모두 기술거래와 기술평가를 

연계한 형태임 
 

랫폼 명칭(운 주체) 소 부처 주소(웹 사이트)

기

술

거

래

‧

기

술

평

가

NTB 기술은행(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부 https://www.ntb.kr

KDB 기술거래마트(산업은행) 산업부 https://ipmart.kdb.co.kr/

Tech-Bridge(기술보증기 ) 기부 https://tb.kibo.or.kr/

국가지식재산거래 랫폼(한국발명진흥회) 특허청 https://www.ipmarket.or.kr

미래 기술마당(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 과기정통부 http://rnd.compa.re.kr

스타밸류(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기정통부 http://www.starvalue.or.kr

국방기술거래장터(국방기술품질원) 방 사업청 http://techmart.dtaq.re.kr/

M

&

A

M&A 거래정보망(한국벤처캐피탈 회) 기부 https://www.mna.go.kr

소벤처기업 M&A지원센터(8개): 한국벤처캐피탈 회, 기술보증기 , (사)벤처기업

회, (사)한국M&A 회, 삼일회계법인, 신용보증기 , 한국 견기업연합회, IBK기업은행

KRX M&A 개망(한국거래소)  기재부 http://mna.krx.co.kr

[표 9] 기술거래‧기술평가‧M&A 관련 플랫폼과 운영주체  

25) 한국기술거래소에 대해서는 ‘Ⅳ. 기술평가제도 관련 주요 쟁점’에서 자세히 기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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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TB 기술은행(산업통상자원부 소 ) -

- 국방기술거래장터(방 사업청 소 ) - 

[그림 11] 대표적인 기술거래 플랫폼(웹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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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DB 기술거래마트(산업통상자원부 소 ) - 

- Tech Bridge( 소벤처기업부 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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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교육/인력양성 기관

□ 공공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홍보 및 배포 중이고, ‘기술가치평가 전문연수 교육프로그램’ 등을 

운영하며 기술평가 전문가들에 대한 보수교육을 시행 중임 

□ 이 밖에 기술평가기관에서 실무를 통해 관련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은 주로 관련 자격증 취득 시 

등록교육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26)  

○ 국가자격인 기술거래사와 민간에서 시행‧운용중인 기술평가관련 자격제도

(약 10종)는 자격 취득을 위한 필수요건으로 일정 시간의 온‧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음([표 10])   

     자격구분

교육형태
국가자격 민간자격

온라인교육+

오 라인교육

기술거래사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기술거래사회)

기업‧기술가치평가사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 회), 

기술사업가치평가사

(한국기술거래사회), 

기술신용평가사

(기술보증기 ),  

온라인교육 - 기술평가사(한국기술사업화진흥 회)

오 라인교육 -

기업가치평가사(한국기업평가원), 

기업가치평가사(기업가치평가 회),

기업가치평가사(한국생산성본부)

주: 호는 교육시행 는 교육주  기 을 말함  

[표 10] 기술평가 관련 자격 별 교육형태

26) 기술평가자격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등에 대해서는 ‘Ⅳ. 기술평가제도 관련 주요쟁점’ 중 

‘4. 공신력 낮은 기술평가 자격제도’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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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술평가시장 규모(기술평가 건수 기준)

□ 국내 기술평가시장 규모는「기술이전법」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들의 

평가 건수(실적)와 평가료 수입을 근거하여 간접적으로 가늠할 수 있음 

○ 다만 기술평가 실적(건수)의 경우 기술평가기관을 대상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에서 매년 조사하고 있어 정확한 집계가 가능하나, 기술평가 수수료의 경우 

기술평가 기관별로 단가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없어 정확한 파악이 불가능함 

- 벤처투자회사 등 기술평가기관이 아닌 기술이전‧사업화 분야 민간기관

들의 기술평가 수행여부 또한 공식적으로 보고된 바가 없음

○ 또한 대다수의 민간 기술평가기관들이 각 기관들의 기술평가 실적을 영업비

밀로 하고 있어 현실적으로 기술평가시장의 규모를 정확히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부재하다고 할 수 있음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에 보고된 최근 3년간 기술평가 실적을 25개27) 기술

평가기관 별로 살펴봄으로써 간접적인 추정이 가능함([표 11])

○ 25개 기관의 총 기술평가건수는 2016년 13,335건에서 2017년 13,982건으로  

소폭 늘어났으나 2018년에는 7,594건으로 전년대비 약 54%수준으로 감소하였음

○ 평가기관의 성격을 공공기관(17개)과 민간기관(8개)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민간

기관의 평가실적이 처음 발생한 2017년((주)윕스, NICE 평가정보(주))에는 공공 

13,626건, 민간 356건이었고, 2018년에는 공공 6,830건, 민간 764건으로 공공

기관을 통한 기술평가가 민간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27) 기술평가기관 중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직접 기술평가를 수행하기보다는 기술평가기관들에 

대한 품질관리, 기술평가기법의 수립‧보급 등을 담당하고 있어 본 통계에서는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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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보증기금의 기술평가 실적이 절대적으로 높은(2018년 기준 기술평가

기관 전체 실적의 83.4%를 차지) 이유는 정책금융기관인 기술보증금의 

설립목적28) 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술평가에 근거한 보증‧대출29)을  

시행하고 있기 때문임

- 기술보증기금은 전국 7개의 지역본부와 산하에 59개 기술평가센터를 통해 

기술평가를 시행하는 등 타 기술평가기관보다 규모와 평가실적 면에서 절대

적인 우위에 있음 

‧ 기술평가 및 거래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것은「기술이전촉진법」이 전부개정을 통해「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바꾸면서부터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연구개발

성과의 적극적 활용이 요구되기 시작한 시대상황에 기인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민간의 

필요에 의한 기술평가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평가비용의 부담, 쓸 만한 기술의 

부족, 불확실성이 높은 기술의 특성상 투자실패의 우려 등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28)「기술보증기금법」제12조(기금의 설립) ①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게 하여 

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을 설립한다. 

29)「기술보증기금법」제28조(기금의 업무)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기본재산의 관리 

     2. 기술보증

     3. 신용보증

     3의2. 보증연계투자

     4. 기업에 대한 경영지도 및 기술지도

     5. 신용조사 및 신용정보의 종합관리

     6. 기술평가(해당 기술과 관련된 기술성‧시장성‧사업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금액‧등급‧
의견 또는 점수 등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7. 구상권 행사 

     8. 신용보증제도의 조사‧연구

     9.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부수되는 업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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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명 기 유형
지정

연도

연도별 기술평가 실 (건수)

2016 2017 2018

1 기술보증기 정부기 2001.4. 12,742 13,049 6,336

2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정부기 2001.4. 45 11 10

3 한국산업은행 기타공공기 2001.9. 10 16 10

4 한국발명진흥회 기타공공기 2001.9. 194 197 199

5 자부품연구원 문연구소 2002.12. 10 10 10

6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타공공기 2002.12. 33 47 29

7 국방기술품질원 기타공공기 2008.7. 67 68 41

8 소기업진흥공단 정부기 2008.7. 15 16 16

9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정부기 2010.6. 91 72 96

10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정부기 2015.4. 79 73 41

1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 2014.6. 9 10 6

12 한국기계연구원 기타공공기 2014.6. 11 10 6

13 한국생명공학연구원 기타공공기 2014.6. 9 7 5

14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기타공공기 2014.6. 7 11 4

15 한국 자통신연구원 기타공공기 2014.6. 13 17 5

16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정부기 2016.12. - 12 16

17 NICE 평가정보 민간기업 2016.12. - 346 653

[표 11] 기술평가기관 별 기술평가실적 (2016~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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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윕스 민간기업 2016.12. - 10 55

19 특허법인 다래 민간기업 2017.9. - - 27

20 특허법인 다나 민간기업 2017.9. - - 13

21 이크 더블 민간기업 2018.1. - - 16

22 특허법인 도담 민간기업 2018.10. - - -

23 한국기업데이터(주) 민간기업 2018.12. - - -

24 ㈜나이스디앤비 민간기업 2018.12. - - -

25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정부기 2019.1. - - -

합 계 13,335 13,982 7,594

주: 정부기 , 기타공공기 은「공공기  운 에 한 법률」제6조에 따라 2019년 1월 

30일 기획재정부 공공기 운 원회에서 심의‧의결 후 확정한 기 이고, 문연구

소는「산업기술 신 진법」제42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 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문생산기술연구소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제출(2019.8.)

‧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경우 기술평가기법의 수립‧보급, 기술평가기관

들에 대한 품질관리 및 지정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평가를 수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선수심판 문제주)가 제기될 수도 있겠으나 실제 기술평가 업무 수행이 병행되어야 

평가기법의 보급, 품질관리 등에 전문성이 쌓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 기술평가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기술거래기관, 사업화전문회사 및 기술평가기관 지정 

요령」(산업부 고시) 제8조 및「기술평가기관 품질관리지침」(산업부 고시)에 따라 25개 기술평가 

기관이 수행한 평가행위에 대해서 심사 등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따라서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기술평가를 직접 수행할 경우 자신의 실적을 자신이 평가하게 되는 ‘선수심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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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기술평가제도 관련 주요 쟁점 

□ 기술평가기관 현장방문을 통한 집단 심층면담(2019년 5월 ~ 7월), 현장 

전문가 세미나(2019년 8월) 그리고 기술평가시장 인프라 및 시장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주요 쟁점을 도출함 

○ 첫째, 공공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 기술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거래 및 기술거래 플랫폼의 활성화가 필요함

○ 둘째,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 시 명확한 기준과 자격요건 

부여 등 현행 제도의 개선이 시급함 

○ 셋째, 기술신용평가 시 기술성이 현실성 있게 반영될 필요가 있음 

○ 넷째, 난립중인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를 개선하여 시장에서의 공신력과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함 

□ 이를 발전시켜 현재 기술평가제도의 쟁점과 문제점을 이후 기술하는 네 가지 

주제로 구체화함

 

현장방문 및 집단 심층면담

➜
주요 이슈, 정책건의 

사항 도출
➜

핵심쟁점으로 

구체화
전문가 세미나

기술평가 인프라‧시장 조사

[그림 12] 기술평가관련 주요쟁점 도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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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기술평가 시장의 한계  

가. 공공중심의 기술평가시장  

□ 기술평가와 관련한 수요창출 및 기술거래는 여전히 민간보다는 공공영역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음 

○ 산업통상자원부는「기술이전법」에 근거30)하여 기술평가체계의 확립을 주도함 

- 법률 제32조31)에 따라「기술평가기준 운영지침」(산업통상자원부 고시)을 

제정(2011년) 하고, ‘기술가치평가 실무가이드’를 마련(2014년)하여 기술평가의 

핵심적인 기준과 원칙을 보급함 

- 법률 제10조에 따라 기술거래기관을, 제35조에 따라 기술평가기관을 지정‧

관리함  

○ 금융위원회는 기술기반의 투자확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금융 차원에서 

은행권 중심의 기술신용평가시스템을 구축‧운용하고 있음

-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민간 기술신용평가기관(Technology Credit 

Bureau, TCB)의 참여를 유도하여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및 대출을 지원

하고, 기술평가 DB(Technology Data Base, TDB)를 구축‧관리함  

- 성장사다리펀드32)의 출자를 통해 하위 펀드인 기술가치평가 투자펀드를 

조성함 

30)「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6장(기술평가체계의 확립)

31) 제32조(기술평가의 활성화) 정부는 기술평가의 활성화를 위하여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를 할 

수 있는 기관과 인력을 육성하는 등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32) 유망한 중소‧벤처기업 및 성장자금이 필요한 중견기업을 발굴하여 창업과 성장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한 펀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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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소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이 시행한 정부 연구개발

(R&D) 사업의 연구성과를 이전‧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산하에 공공기관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을 설치하고 2015년부터 기술평가를 시행함

- 2007년부터는 공공연구성과의 기술사업화 및 연구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함  

○ 특허청은 기업이 자체 보유한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의 가치평가를 근거로 

자금을 조달할 때 평가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IP담보대출연계 특허

기술평가지원사업)함  

□ 정부주도형 기술금융을 시행해온 우리나라는 기술거래 활성화의 시발점이 

되는 기술평가 및 기술가치 산정에 있어서 시장의 자율성이 낮고, 평가결과의 

사회적 수용성 또한 낮은 실정임 

○ 이는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반과 초기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주도로 단기적인 

정책을 시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음 

□ 한편 민간영역에서 기술평가 활성화가 더딘 이유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찾을 수 있음  

○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기술평가 시장은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기술거래에 

있어 수요자-공급자 간 이해 불일치가 심각하고 정보의 비대칭(info-asymmetry), 

기술개발의 높은 불확실성(high-uncertainty), 외부효과(인프라, 규제, 법제) 등의 

특성이 강해 시장기능과 괴리가 큼33) 

- (정보의 비대칭)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역량, 기술 특성에 대한 이해의 

정도, 정확한 정보 확인이 불가능하여 비대칭이 발생함

33) 손수정 등,「기술금융의 역할과 효율화 방안」,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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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의 불확실성) 기술의 혁신 가능성과 시장성(상용화 가능성) 간의 격

차가 발생함

- (외부효과) 후발주자에 의한 기술의 모방 가능성, 벤처 생태계의 미성숙, 

관련 법제의 한계, 정부역할에 따른 구축효과 등이 발생함 

‧ 기술거래시장의 주인공은 기업인데 현재 관련 수요는 주로 공공에서 창출되고 있어 불균형이 

심각합니다. 공공부문의 적극적 역할을 통한 초기기반 형성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민간부문의 활성화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 기술시장에서는 기술수요자와 기술공급자 간의 니즈(needs) 불일치가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자와 공급자가 기술의 가치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어 편차가 매우 큽니다.  

‧ 정부 주도의 작은 시장에서는 다수의 기술평가기관들 간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평가단가 하락, 

평가결과의 신뢰도‧품질 저하가 우려됩니다. 또한 관리기관의 품질 압박도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 기술평가에 대한 업무 절차나 틀이 확실히 자리 잡기 전에 기술평가기관이 다수 지정되어 

과당경쟁 현상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 또한 기술평가기관의 업무범위, 기술평가에 대한 대가 등도 표준화되지 못하여 시장은 전체적

으로 하향화 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000) 

 

나. 한국기술거래소 폐지와 기술거래 플랫폼의 역할

□ 기업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거나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성장을 추구함 

□ 기술을 매개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 간 매칭 및 거래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인 기술거래 플랫폼은 기술시장의 작동에 있어 엔진과 같은 역할을 함  

○ 기술거래(technology transaction)는 시장관점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수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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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기술의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을 통해 기술 보유자(또는 공급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임 

- 기술공급자는 대학, 국‧공립연구소 등 기술개발을 주 업무로 하는 기관

으로, 기술을 이전하거나 상용화하여 지식재산권(특허료, 기술료 수입 등) 

수입을 얻고자 하는 자임

- 기술수요자는 일반적으로 기업이 되는데, 자사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외부로부터 기술을 도입하는 자임 

○ 기술거래 플랫폼을 매개로 기술공급자와 기술수요자간의 거래가 이루어질 

때, 그 용도와 목적에 따라 기술평가 결과가 활용됨([그림 13]) 

- 이때 시행되는 기술평가는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평가결과를 등급이나 

점수로 표현하는 기술력평가와 가액으로 표현하는 기술가치평가 임 

- 기술평가에 따라 기술의 구입, 판매, 라이선싱(licensing)시 적정가액이 

제시됨 

기업‧기술거래 랫폼

(공공, 민간)

 기술공급자 →
←

기술/비즈니스 분석,

기술수요 분석,

수요구체화,

공급기관 선택 등

→
←   기술수요자

 (국내‧외 기업, 
연구소, 대학 등)

 (기업, 개인)


기술평가

기술력평가, 기술가치평가, 

사업타당성 평가 등

[그림 13] 기업‧기술거래 플랫폼에서의 기술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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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기술거래 활성화를 목적으로 개방형혁신 플랫폼인 ‘한국기술거래소’를 

민‧관 합동으로 2000년 3월 설립한 바 있으나, 2009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34)에 기능이 흡수되면서 폐지되었음 

○ 한국기술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50억 원, 민간에서 128억 원을 공동

출연하여 설립 되었고, 상설‧개방형 기술거래장터를 표방하였음  

○ 기본 운영방향은 정부는 자금을 출연하되 경영은 민간 전문가에 의한 전문

경영체제를 유지하도록 하였음 

○ 당시 한국기술거래소의 주요 기능 등을 살펴보면 [표 12]와 같음

구 분 내  용

법인형태 「기술이 진법」제6조에 의거한 특별법인(재단법인)

설립‧운 자 민-  공동출연 178억 원(산업부 50억 원, 민간 128억 원)

소재지 무역 회 빌딩 14층( 화문 소재)

주요기능

・3  기술거래시장(기술이 시장, 거래시장, 투자시장)의 개설‧운

・기술가치평가, 벤처기업주식가치 평가 시행
・기술거래  기술평가기법에 한 개발・보
・기술이 , 거래, 평가, 마  문가 양성

기본 

운 방향

민간 문경 체제로 운

( 문성과 경 능력을 갖춘 사장 선임  이사회의 경 감독)

조직구성 1실 6

[표 12] 구(舊) 한국기술거래소의 개요 및 주요기능  

34)「산업기술혁신촉진법」제38조에 의거해 산업기술 혁신사업의 추진 및 관련 정책의 개발‧지
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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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이 진법」 (2000.1.28. 제정)

제6조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 ) ① 산업자원부장 은 국내외 기술의 원활한 이

, 기술거래·기술평가의 진  진계획  일부를 수행하도록 하기 하여 한국기

술거래소(이하 "去來所"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거래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상설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

2. 기술이 을 한 개·알선  재

3. 기술거래·평가정보의 수집·분석·평가  제공

4. 기술에 한 투자  사업화 진

5. 기술거래 진을 한 국내외 기술인력교류 활성화

6. 기술거래사  민간 기술이 문기 의 등록·지원  리

□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목적과 그 근거가 되었던「기술이전촉진법」의 재‧

개정 연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기술의 거래 등을 촉진하여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0년 1월「기술이전촉진법」이 제정되었고, 제6

조에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운영 근거를 명시하였음 

○ 2006년 12월 동 법률을 전부 개정하여「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제명을 변경하였고, 제6조의 내용을 제9조로 이동하였음 

○ 그러나 2008년 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35)에 따라 한국기술거래

소의 기능이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 통합되었고, 2009년 1월 개정된「기술

이전법」부칙 제8조에 의해,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근거를 규정하고 있던 

조항(제9조)이 삭제되었음 

35)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연구관리전문기관의 운영효율화를 위해 

산하 7개 지원기관을 2개(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기관으로 통폐합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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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민간 기술이 문기 에 한 출자

8. 기술거래기 ·기술평가기   기술이  담조직 등과의 종합 연계체제 구축

9. 기타 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④ ～ ⑩ 생략.

□ 한국기술거래소의 폐지에 대해 당시 제18대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36)하였으나, 현재는 오히려 그 기능이 축소되었다는 현장의 

의견이 많음

○ 한국기술거래소 폐지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한국기술거래소 설립 근거조항37) 폐지는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구체적인 사업 및 비용에 대한 지원근거를 한국산업

기술진흥원이 수행하여야하는 업무에 추가하였으므로「기술이전법」제9조 

삭제에 대한 보완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임 

○ 관련 전문가, 유관 연구기관 등도 한국기술거래소의 실패요인으로 비효율과 

수요의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어, 한국기술거래소가 민간기업의 기술거래에 

유효한 도움을 주었다고 현 시점에서 평가하기는 어려움([표 13])

□ 그러나 현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 기술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기술의 매입 및 추가개발, 유

동화증권의 매입 등38)을 거의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기존 한국기술거래소 

36)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수석전문위원 권대수,「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 2010.2.

37)「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명을 바꾸기 전 법률인「기술이전촉진법」

제6조에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 근거조항이 있었으나 2009년 삭제됨 

38)「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2(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의 수행기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술진

흥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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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보완하고 있다고 보기는 힘듦

○ 한편 당시 한국기술거래소의 폐지 요인은 기업수요 부족과 금융기능 부재에

서도 찾을 수 있음  

연구자 내 용

임철
기술공  비 수요의 부족으로 인한 실 부족으로 핵심부서  하나인 

기술거래실을 폐지하 음

박종복
기 사업화를 한 융 지원이 부족하 으며, 기술거래  사업화에 

해 체계화가 갖추어지지도 않았음

김정홍
정부주도의 정책으로 민간 참여가 부족하여 시장기능이 작동하지 못

하 고, 거래실  심의 리와 거래소의 성 한 폐지가 이루어졌음

한국지식

재산연구원

정부기 간의 업무 복으로 공공기술 리  공 체계가 다원화 되어 

기술거래 리가 비효율 으로 운 되었음 

기타 기술거래 인 라 내부인력의 문성이 미흡하 음 

자료: 한국지식재산연구원,「지식재산‧기술거래 기반 육성  련 산업 활성화 방안」, 2014.12. p.4.

[표 13] 한국기술거래소의 실패요인

1. 상설 기술거래시장의 개설·운영 등 기술이전을 위한 중개·알선 지원
2. 기술이전·기술평가 관련 정보의 수집·분석·평가 및 제공
3. 기술에 대한 투자
4. 기술거래기관, 전담조직 및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등과의 연계체제 구축
5. 제14조에 따른 기술거래사에 대한 지원 및 관리
6. 기술평가 및 기술평가 기법의 개발·보급
7. 기술이전·평가 및 사업화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
8. 기술이전·사업화에 관한 통계조사·연구
9. 기술신탁관리에 관한 사업
10. 기술의 매입 및 매입하거나 신탁받은 기술의 추가 개발
11. 유동화증권의 매입 등 기술자산유동화사업의 추진
12. 기술등의 기부채납에 관한 사업
13. 그 밖에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③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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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기술거래소는 세계 최초의 개방형 기술거래 혁신 장터로 출범하였지만, 기술거래 및 정보

공개 등에 대한 사회적 합의 부족으로 유명무실화 되었습니다. 

‧ 한국기술거래소와 같은 기술거래 플랫폼의 부재는 기술거래 관련 정책의 달성을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 기술시장을 관할하고 통제할 기술거래소가 현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술거래소의 역할은 

기술시장을 활성화 시키고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공공 기술평기기관 실무자 000) 

다. 웹(web)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의 난립 

□ 「기술이전법」은 입법목적(공공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사업화, 민

간부문에서 개발한 기술을 거래‧사업화)39)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술거래

기관(플랫폼)의 지정을 규정40)하고 있음

□ 기술력을 갖춘 중소‧벤처기업의 탐색 및 M&A 관련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거래 정보망(M&A 거래정보망, KRX M&A 중개망, NTB 기술은행 등)이 

민‧관 차원에서 다수 설치‧운영되고는 있으나, 민간 시장의 자율성에 입각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못한 실정임41) 

□ 위와 같이 공공기관 중심의 웹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이 다수 운영 

39)「기술이전법」제1조(목적) 이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

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40)「기술이전법」제10조(기술거래기관의 지정‧취소 및 지원)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술이

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를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41) 기술거래‧기술평가 및 M&A와 관련한 플랫폼 현황은 [표 9](p.34.)를 참조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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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이나 다음과 같은 기능상‧운영상의 한계가 있음 

○ 기업거래와 달리 기술거래는 공시해야 할 항목(또는 자료)이 명확하지 않고 

그 범위 또한 크지 않아 온라인상으로는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질 수 없는 구조

적인 한계가 있음 

○ 소규모 플랫폼의 난립은 기술거래 생태계가 건전하다는 증거일수도 있으나, 

난립 중인 플랫폼 간의 유기적인 연계‧협력 미흡은 오히려 기술수요자에

게는 칸막이로 작용하기도 함  

‧ 기술거래 플랫폼은 기술평가기관 간 정보공유가 이루어지고, 최소한의 기본정보를 대외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현재 웹기반 플랫폼은 다수 운영되고는 있으나 이런 면에서 매우 미흡합니다.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공공 기술평기기관 실무자 000) 

 

2.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 시 혼란 발생 

가. 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대

□ 신기술이 사회변화를 추동하는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기업가치에서 무형

자산(intangible assets)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는데42) 특히 기술, 

특허 등 지식재산권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 앞서 기술한 것처럼 기업은 지식재산으로서의 기술자산을 활용해 자금을 

조달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발맞추어 기술담보대출

42) 이지영,「유동화 시장에서의 기술금융 구현」,『SCR이슈 리포트』, 서울신용평가(주), 2016.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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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ured loan of technology)사업,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이연 등을 활성화

하고 있음  

○ 기술담보대출사업은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술

집약형 중소기업, 창업초기 벤처기업 등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임43) 

○ 또한 자본금 확보 또는 증자(유동화)를 위한 수단으로 자기 자신 또는 타인이 

기술 등 산업재산권(産業財産權)을 현물출자 해 기업의 신용도를 상회하는 

자금을 조달할 수도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5(산업재산권 현물출자 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에서는 현물출자 시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하면 기타소득 과세 대신 

출자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까지 과세이연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음  

나.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결과의 왜곡 

□ 산업영역에서 무체재산권인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은 좁은 의미에

서는 법률에 따라 보호를 받는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등의 기술가

치를 포괄하고, 넓은 의미에서는 노하우(know-how)까지 포함함 

○ 따라서 기술평가의 대상은 개별기술 뿐만 아니라 사람 또는 조직에 체화된 

능력(노하우)까지로 확장해서 볼 수 있음 

□ 기술 등 산업재산권을 기업에 현물출자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명확한 평가

(기술평가)를 통해 그 가치를 가액 또는 등급 등으로 산정하여야 하는데, 이를 

43) 대표적인 기술담보대출사업으로는 특허청의 ‘특허담보대출사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보증

연계투자사업’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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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법령

기업에
현물출자

「기술이전 및 사업화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 ①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하려는 

자가 기술진흥원 또는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이하 "기술진흥원등"이라 

한다)의 평가를 받은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제299조의2 또는 제422조

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기술진흥원등의 기술평가를 담당하는 자는「상법」제625조, 

제630조 및 제635조를 적용할 때에는 감정인으로 본다.

[표 14] 현물출자 대상으로서의 기술을 명시한 법령

누가 산정하고 그 결과는 누가 감정할 것인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 기술을 기업에 현물출자 시 이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현재「기술이전

법」제23조와「벤처기업법」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표 14])  

○ 동 법률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기술평가기관44)의 평가를 받은 경우「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45)한 

것으로 간주함 

○ 또한「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36조의2에서도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기술을 기술지주회사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전술한 

기술평가기관의 평가를 받으면「상법」에 따른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을 

갈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44) 2019년 10월 현재 총 26개 기관이 지정되었음([표 8] 참조)

45) 공인된 감정인이란「감정평가법」제2조제4호에서 정의한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

법인)를 말하고, 감정이란「감정평가법」제2조제2호에서 정의한 “감정평가”로 해석할 수 있음 

  *「감정평가법」제2조제2호: "감정평가"란 토지등의 경제적 가치를 판정하여 그 결과를 가액
(價額)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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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에
현물출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산업재산권등의 출자 특례) ① 벤처기업에 대한 현물출자 대상에는 특

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술과 그 사용에 관한 권

리(이하 "산업재산권등"이라 한다)를 포함한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 산업재산권등의 가격을 평가한 경우 

그 평가 내용은「상법」제299조의2와 제422조에 따라 공인된 감정인이 감정

한 것으로 본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

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보증기금

3.「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국가기술표준원

6.「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

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8. 그 밖에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산업재산권등의 가격 평가에 필요한 전

문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하는 기관 또는 단체

기술지주
회사에 

현물출자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의2(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③산학협력단등이 기술지주회사에 기술

을 현물출자하는 경우에「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35조제

1항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이 그 가치를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한 경우에

는 이로써「상법」제299조, 제299조의2 및 제310조에 따른 조사‧보고 또는 

감정을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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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관련법률

상사일반
「상법」

제299조의2(현물출자 등의 증명) 제290조제1호 및 제4호에 기재한 사항에 관

하여는 공증인의 조사ㆍ보고로, 제290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표 15]「상법」및「감정평가법」에서 감정평가 관련 규정 

□ 그러나 이때 공인된 감정인이란「감정평가법」제2조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를 말하는데, 관련 업계와 시장에서는 토지, 

부동산 등 유형자산(tangible assets)에 대한 감정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감정

평가업자에게 기술 등 산업재산권에 대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임   

○ 현재 감정평가업자는「감정평가법」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산업재산권 등 권리(rights)에 대하여도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있으나([표 15]), 기술 또는 기술자산에 대한 평가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기는 

어려움46)

- 다만「감정평가 실무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에서는 감정평가 수행 시 필요한 

경우 관련 전문가의 자문 등을 거쳐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47)  

 

46)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감정평가사 자격시험의 시험과목(1차: 민법, 경제학원론, 

부동산학원론, 감정평가 관계법규, 회계학, 2차: 감정평가실무, 감정평가이론, 감정평가 및 보상

법규)에는 기술평가 또는 이와 관련된 과목이 부재함 

47)「감정평가 실무기준」300 감정평가 의뢰와 수임

    6 관련전문가의 활용

     ① 감정평가를 수행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의 자문등을 거쳐 감정평가할 수 있다. 

     ② 감정평가업자가 관련 전문가에게 자문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필요성, 비용 및 기간 등에 관해 

의뢰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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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5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의 이행에 관하여는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

로 제29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공

증인 또는 감정인은 조사 또는 감정결과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22조(현물출자의 검사) ①현물출자를 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이사는 제

416조제4호의 사항을 조사하게 하기 위하여 검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여

야 한다. 이 경우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으로 검사인의 조사에 갈음할 수 있다. 

②-⑤. 생략. 

감정평가 
관련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토지등"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 동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

산과 이들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말한다.

  2~4. 생략.

제10조(감정평가업자의 업무) 감정평가업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1. 생략. 

2.「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목적을 위한 토지등의 감

정평가

3.「자산재평가법」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4. 법원에 계속 중인 소송 또는 경매를 위한 토지등의 감정평가

5. 금융기관ㆍ보험회사ㆍ신탁회사 등 타인의 의뢰에 따른 토지등의 감정평가

8. 다른 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할 수 있는 토지등의 감정평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기타재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저작권ㆍ산업재산권ㆍ어업권ㆍ광업권 및 그 밖의 물권에 준하는 권리

  2-5.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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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와 관련한 사항에 있어 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상법」에서 현물출자를 규정하고 공인

된 감정인으로 하여금 이를 감정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개별 법률에서도 공인된 감정인이 

현물출자용 기술에 대해서도 평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취지는 이해하나 결과적으로 시장의 

혼란을 가져왔습니다.

 - 기술평가와 관련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기 어려운 감정인(감정평가업자)이 기술평가를 수행한

다면 시장질서가 왜곡될 여지가 크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보완이 요구됩니다.

 - 실제로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는 기술평가기관으로 하여금 재평가 

하도록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기술을 현물출자 할 때에는 자산으로서의 기술이 과대 또는 과소평가 되지 

않도록 전문가에 의한 정확한 평가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평가업자의 평가 전문성을 보강하기 위해 향후 관련 매뉴얼을 

제작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보수교육 차원에서 희망자에 한해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에 대한 연수(교육)를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감정평가업계 관계자 000) 

3. 기술력 반영이 미흡한 기술신용평가

가.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TCB) 체제 도입

□ 중소‧벤처기업이 은행권으로부터 자금을 공급(투자, 대출 등)받기 위해서는 

주로 재무구조에 근거한 신용도평가 결과가 활용되었음 

□ 그러나 매출 실적이나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나 창업초기 벤처기업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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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기업신용도에 근거한 자금 공급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어 기업의 신용

도와 기술력을 함께 고려하도록 하는 기술신용평가시스템, 곧 TCB(Technology 

Credit Bureau) 제도가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2014년 도입‧시행되었음

○ 금융위원회는 2014년 이래 6개의 TCB 평가기관을 지정(기술보증기금, 한국기업

데이터, NICE평가정보, 이크레더블, 나이스디앤비, SCI평가정보) 하였음  

○ 이 제도는, 은행 등 금융회사가 기술평가 업무를 내부화 할 경우 기술평가 관련 

전문성과 복잡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기술

평가를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보완하고자 한 것임

[그림 14] TCB 평가기관 운영 프로세스

자료: 한국지식재산여구원,「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2014.11.

□ TCB 평가기관에 의해 평가된 기술력등급은 신용등급과 합산해 중소기업의 

최종 기술신용등급으로 산출됨([그림 15]) 

○ 시중은행은 공신력 있는 TCB 평가기관의 기술력등급 평가 결과 등을 바탕

으로 기술신용대출을 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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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적으로는 TCB 평가기관들에 의해 산출된 기술정보와 평가정보를 기술

정보 데이터베이스(Technology Data Base, TDB)에 축적함  

- TDB는 기술평가에 필요한 기술정보, 권리정보, 시장정보를 중심으로 평가‧

거래정보에 대한 관리 기능도 함48) 

[그림 15] TCB평가에서 기술신용등급 산출 예시

 자료: 융 원회

나. 신용도평가에 치우친 기술신용평가 

□ TCB 평가기관에 의한 기술력평가는 기술신용평가의 품질을 높이고 금융

권의 시각에서 기술평가를 접목하기 위해 시장에 도입된 것이나, 이들의 

48) 금융위원회,「기술금융활성화를 위한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방안」,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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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과 기능 그리고 시장구조에 대한 중장기적인 논의가 부족했다는 지적49)이 

있어왔음

□ 또한 기술력보다는 재무적인 신용도(담보능력, 재무건전성 등)가 높은 기

업에 대해 높은 평가점수를 부여하고 있어 사실상 신용에 기반 한 기존 평

가와 차별성이 적음 

○ 실제로 기술신용평가는 중소기업의 채무불이행여부가 평가의 초점이고, 

중소기입이 보유 기술을 활용한 사업성 여부에는 관심이 적음

○ TCB평가의 근본 취지인 기술혁신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융자)을 고려할 경우 

신용이 부족한 창업초기 중소‧벤처기업, 매출성장 둔화 기업 등은 우수한 등

급을 받을 수 없는 제도적 한계가 존재하여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기술평가금액 측면에서 봤을 때, TCB평가는 건당 100만 원 미만의 낮은 

단가를 적용([표 16]) 하고 있어, 기존 지식재산(IP) 가치평가 등과 비교하여 

부실한 평가가 시행될 수 있음

○ 시중은행은 관련 전문가를 고용하여 기술평가를 자체 수행하기 보다는 기술

평가전문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외부용역 형태로 소액 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평가결과의 신뢰도 확보가 어렵고 평가 결과의 하향평준화도 우려됨  

○ 기술평가는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전문인력50)에 의해 정밀하게 평가되는 

작업이나 TCB평가는 낮은 단가를 맞추기 위해 단기간에 수행되고 있어 평가

결과의 신뢰도 하락과 부실화가 우려됨

 

49) 한국지식재산연구원,「기술금융 활성화를 위한 기술신용평가시스템 발전방안」, 2014.11.

50)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대학의 조교수 이상인 자, 기술이전‧사업화 또는 기술평가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유경험자 등



62 ❘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활성화를 위한 과제

구분 IP 가치평가 TCB 평가

용도
산업은행, 기업은행 등의 

IP담보‧보증‧투자
TCB평가 기반 신용 출

평가결과 IP 가치를 액으로 산정 기술신용등  도출

비용 500～1,500만 원 100만 원

평가기
한국발명진흥회, 기술보증기 ,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기술보증기 , 한국기업데이터, 

NICE평가정보 등

평가자 분야별 문인력 4명으로 구성 TCB의 기술평가사

평가기간 4～6주 소요 40분 소요

보고서 분량 100페이지 내외 20페이지 내외

평가항목 기술성,권리성,시장성,사업성 분석 사업 역량  기술 경쟁력

자료: 특허청

[표 16] 지식재산가치평가(특허청 소관)와 TCB평가(금융위원회 소관) 비교 

 

자료: NEWSIS

[그림 16] TCB 평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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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CB평가는 체계적이지 못한 절차, 기업에 대한 안내 부족 등으로 불만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 TCB평가는 기존 중소기업 대출(융자) 프로그램에 기술평가 프로세스를 추가한 사업이므로 

도입 처음부터 신용대출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구조이고, 기술평가 프로세스를 

은행이 기술평가 전문기관이 아닌 민간기업에 소액으로 위탁하면서 요식적인 확인 절차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또한 평가단가가 매우 낮아 평가기관은 단가에 맞추다보니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 TCB평가보고서는 여신심사모형에 적절히 추가하지 못하여 활용도가 매우 낮습니다.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4. 공신력 낮은 기술평가 자격제도 

가. 현행 자격제도 체계

□ 자격(license)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자격기본법」에서는 

자격을 크게 국가자격과 민간자격으로 구분함51)    

○ 국가자격은 법령에 근거를 두고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이고, 

민간자격은 국가 외의 자 즉, 민간(법인, 단체, 개인)에서 자체적으로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임 

51)「자격기본법」제2조(정의) 이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생략.

   4. “국가자격”이란 법령에 따라 국가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 “민간자격”이란 국가 외의 자가 신설하여 관리‧운영하는 자격을 말한다.  

   5.2. “등록자격”이란 제1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주무부장관에게 등록한 민간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한다. 

   5.3. “공인자격”이란 제19조제1항에 따라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민간자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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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자격은 다시 공인자격과 등록자격으로 구분하는데, 공인자격은 법인이 

관리하는 민간자격 중 주무부장관이 공인한 자격을 말하고, 등록자격은 주무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격 중 공인자격을 제외한 자격을 말함 

□ 산업기술 혁신활동, 기술의 이전‧사업화가 점차 활성화 되면서 혁신활동의 

결과물인 기술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커지고 있음 

○ 또한 정부로부터 기술평가기관 또는 기술거래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법률에 규정된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일정 수 이상 상시 고용 하여야 함52) 

○ 대학이나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전담조직(Technology Licensing Office, 

TLO)도 기술평가 전문인력을 상시 고용하는 추세임  

나.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의 문제점 

□ 기술평가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자격은 현재 약 10종에 이르는데,「기술

이전법」제14조에 근거한 기술거래사만 국가자격(등록면허)으로서 인정53) 

52)「기술이전법」제32조(기술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및 관리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전문가 모두를 상시 고용할 것

     가. 기술거래사,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

로서 법 제35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이하 이 조에서 "기술평가사업"이라 한다)에 

종사할 수 있는 전문가 3명 이상

     나. 기술평가사업에 5년 이상 종사한 전문가 7명 이상

   2. 기술평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관리조직을 가지고 있을 것

   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모델을 보유할 것

   4.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기술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

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보유할 것

53)「기술이전법」제32조제1항가목에서 규정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기술사는 기술평가

만을 주업으로 하는 자격이 아니므로 본 논의에서는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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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나머지는 모두 민간자격임([표 17])

○ 기술평가 전문인력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전문자격제도는 공공보다는 민간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음

○ 민간자격의 경우 민간단체 또는 협회 등에서 교육 대상자를 선정 후 일정

시간의 교육이수와 시험을 거쳐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 대표적인 민간 자격은 기업‧기술가치평가사, 기술평가사, 기술사업가치

평가사, 기술신용평가사, 기업가치평가사(3종) 등임 

□ 민간자격증 확산은 기술평가 저변확대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질적인 측면

(단기간에 전문가 인증)과 전문가 양성 및 보수 측면에서는 미흡함

○ 민간이 운영하는 자격제도 운영자는 대부분 교육수입 사업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고 질적인 측면보다는 양적인 발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지기도 함 

- 또한 자격증 취득 후 보수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 

○ 국가자격인 기술거래사를 제외한 모든 민간자격은 특별한 자격요건을 요구

하지 않고 단기교육을 통해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거래사도 자격이나 면허증이 아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등록증만 발급하고 있어 시장에서는 공신력이 

높지 않음  

○ 이와 같은 현행 자격제도 운영은 진입장벽이 낮은 대신 기술평가 관련 분야의 

경험이 전무한 자도 쉽게 응시가 가능해 자격제도 관리가 부실해질 가능성이 

있음   

□ 이들 민간 자격증을 향후 국가기술자격증화하여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부정적 측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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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적 측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부정적 측면) 유사 자격증의 난립‧확산으로 현행 자격증의 전문성‧신뢰성

(공신력)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긍정적 측면) 법령에 따라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자격화를 한다면 객관성 및 

신뢰도 제고가 기대됨 

‧ 기술거래사, 기업‧기술가치평가사와 같이 시장에서 필요성을 어느 정도 인정받은 자격에 

대해서는 국가공인자격증화를 통해 공신력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 기술평가 관련 자격증은 일단 취득 후 보수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자격 취득자들이 

급격하게 발전하는 기술환경에 대한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지니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 기존 기술평가 관련 전문인력들을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보수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강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공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민간 기술평가기관 실무자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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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기술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    

□ 과거 한국기술거래소와 같은 상설 기술거래플랫폼의 부활을 현 시점에서 논의

하기 보다는 기술거래 플랫폼을 공공영역 관점이 아닌 시장 기능이 반영된 

기업 중심으로 설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한국기술거래소의 설립과 운영, 기술거래기관의 지정 등 그동안은 정부 

주도로 기술거래 시장이 형성‧운영되었으나 이 같은 공공중심의 정책 

추진은 거래정보 및 거래량의 한계에 부딪치고 있음   

○ 정부연구개발사업(R&D) 결과물의 경우 사업화를 목적으로 개발한 기술이 

아닐 경우 민간에서는 후속 개발 등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기도 함  

○ 또한 국가 간 거래 등 국제거래 시장으로 확장하지 못하고 공공영역에 한정

된 시장을 계속해서 운영하고 있음

□ 기술평가제도는 민간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부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 기술평가를 포함한 기술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궁극적으로 시장의 

기능이 미치는 못하는 부분, 시장이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나 리스크가 높아 

외면 받는 영역 등에 진출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민간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함   

□ 온라인 중심의 현행 기술거래 플랫폼을 보완하고 실질적인 기술거래 활성

화가 일어 나도록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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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정보(현행 방식)와 오프라인 교류(과거 한국기술거래소 방식)를 연계

하는 신개념 플랫폼 설계가 필요함

- 이를 위해서는 현재 부처별로 난립된 공공부문의 온라인 기술거래 플랫

폼을 과감히 통합 운영하거나 일원화하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관 및 공공기관은 플랫폼의 운영‧감독에 집중하고 민간영역의 활동 주제

들과 이해관계자들이 네트워킹을 증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온-오프

라인 연계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신개념 기술거래 플랫폼은 기본적으로 기업과 시장이 필요로 하는 조건 

및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형태의 서비스 기능을 구현할 수 있어야 함

- 특히 기술공급자(대학, 출연연구소, 기업)와 기술수요자(기업)간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플랫폼으로의 설계가 필요함 

○ 평가기관별 기술평가 결과나 기술거래 실적에 대해서 최소한의 공개범위를 정해 

과감히 공개하는 등 기술수요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기술거래시장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음 

- 단, 이때에는 기술거래 플랫폼에 공개된 기술에 대한 사용자(기업)의 특

성을 고려하여 공개 또는 비공개 기술을 특정할 필요가 있음54) 

○ 또한 기술거래 플랫폼은 합리적인 시장가격(기술평가 검증프로세스와 관련) 

형성, 기술평가의 투명성 강화, IP자산가치의 공개 등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기술거래는 사업화를 위한 자금이 뒷받침되어야 하고, 이를 거래하는 코

디네이터(기술거래기관, 기술거래 전문가 등)의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하므로 

궁극적으로는 사업화 자금이 풍부한 시장주도 플랫폼을 표방해야 함

- 기술평가기관으로서의 최소 유지요건55)을 현실화하는 등 현재 기술평가

54) 기술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될 경우 오히려 제품전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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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들에 대한 품질관리(Quality Control)56)를 강화하여 기술평가 결과가 

기술거래시장에서 인정받고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 

□ 한편 기술거래 시 신뢰성 있는 기술평가 결과가 반영되도록 하려면 기술평가

기관의 선정‧운영 방식을 내실화하는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현재 부처별(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보건복지부, 

특허청 등)로 기술평가기관을 지정함에 따라 지정기준과 실제 운영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일관성 있는 지정방식 적용 및 지정 후 관리가 필요함

2.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 검토

□ 기술혁신이 경제‧사회의 각 분야를 견인하는 산업혁명 시대에는 무형의 

자산이 창출하는 부가가치가 유형의 자산보다 훨씬 커지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임

○ 실제 기업가치 규모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미국시장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5년 기준 S&P 500기업의 무형자산과 유형자산의 비율은 84% 

: 16%였고, 유형자산의 비중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17])57) 

55)「기술이전법 시행령」제33조제1항에서는 기술평가기관의 지정취소 요건으로 연간 기술평가

실적 10건 이하인 경우로 규정하고 있음 

56)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은「기술이전법」제32조 및「기술가치평가 품질관리지침」(산업부 고시)에 

따라 기술평가기관들에 대한 품질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기술평가기관으로 지정된 이래 

지정이 취소된 사례는 현재까지 단 한 차례도 없음  

57) 조선일보,「가치평가 어려워 회계 처리‧세금 부과 난관」, 2018.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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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혁신기업은 초기기업 일수록 유형

자산 또는 신용도에 의존한 융자를 받기 어려워, 보유중인 기술이나 도입하

려는 기술을 담보로 하여 융자를 얻거나(현물출자) 기업의 자산규모를 키우

려는 노력을 하게 됨     

[그림 17] S&P 500기업의 무형자산유형자산 비율 추이(2015년 기준)

□ 하지만 이때 기술평가 전문가에 의한 무형자산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왜곡된 평가결과를 얻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 법률에서는 기술의 현물출자 시 이에 대해 감정한 자가 반드시 법원에 보고

하도록 하고 있는데, 법원 또는 기술을 평가받은 기업이 법원에 재평가를 요구

하거나 기술평가기관에 재평가를 요구하는 사례가 최근 증가하고 있음  

○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및 감정평가법인)에 

의한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 시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 현행「감정평가법58)」제10조에서는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및 감정

평가법인)의 감정평가 업무 범위를 토지, 부동산 등 유형자산(tangible 

58) 국토교통부 소관의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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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ts) 뿐만 아니라 산업재산권, 저작권 등 무형자산에 대해서도 허용하고 

있음 

- 이는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의하는 “토지등”에 산업재

산권(産業財産權)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에 관련된 발명이나 특허, 기술

지식 등에 대해서도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임  

○ 기술평가는「상법」에서 규정하는 현물출자 목적의 감정평가와는 다르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실제 기술평가 시 상사와 관련해 일반법적 성격을 가지는

「상법」을 따를 경우 무형자산인 기술에 대한 감정 역량이 부족한 감정인에 

의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있음 

 

[그림 18]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의 관계

○ 따라서 기술의 현물출자를 위한 기술감정(기술평가) 시 전문성이 낮은 감정

인에 의한 감정 또는 감정인의 업무 범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 또는 

법률적인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상법」에서는 유/무형자산의 구분 없이 공인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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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인으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 가운데 기술 

등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시 감정은「기술이전법」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으로부터 공신력을 인정받은 특별한 감정인(기술평가기관, 기술거래기관)이 

수행하도록「상법」또는 개별 법률(「기술이전법」과「벤처기업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해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가운데 기술 등 무형자산 

평가의 신뢰성 확보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안을 검토

해볼 수 있음 

○ 첫 번째로,「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기술감정 시 기술평가분

야의 역량을 갖춘 전문가(변리사, 이공계 박사학위 소지자, 기술거래사 등)의 

평가 참여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를 위해서는「상법」제299조의2를 개정해 공인된 감정인에 의한 감정 시 

기술평가기관 또는 기술평가전문가의 검증을 반드시 거치도록 절차화 하여 

감정결과의 신뢰도를 높이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다음으로, 현재와 같이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무형자산 감정은 허용하되, 

그 결과의 활용용도에는 일정한 제한을 두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 이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기술보증기금이나 일선 은행으로부터 기술을 담

보로 대출 시,「상법」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 의한 감정결과는 일부 제한

하는 것을 생각해볼 수 있음   

○ 마지막으로 기술감정은 원칙적으로「기술이전법」에 근거한 기술평가기관

만이 가능하도록「기술이전법」과「벤처기업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가 

가능함 

- 「기술이전법」제23조와「벤처기업법」제6조를 개정59)해 기술 등 무형자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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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감정은 기술평가에 전문성이 있는 기술평가기관으로 제한하여 궁극적

으로 평가결과의 신뢰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음  

3. 기술신용평가의 기술력평가 반영 현실화

□ 기술신용평가 시 기술평가료를 현실화하여 기술전문가에 의한 심층적이고 

내실 있는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기술력에 대한 평가가 최종 

평가결과(신용등급+기술력등급의 합산 결과)에 현실성 있게 반영되어야 함  

○ 기술신용평가는 기존 중소기업 대출 프로그램에 기술평가 프로세스를 추가한 

것이므로 기술보다는 신용에 근거한 대출 프로그램의 한계를 벗어나기 힘든 

것이 사실임 

○ 시중 은행은 현행 기술신용평가 보고서 작성에 낮은 단가(100만 원 내외)를 

부여하고 있어 평가내용이 부실해지고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내포하고 있음 

○ 또한 현재 금융기관에서는 기술평가 전문인력의 부족으로 기술평가 보고서에 

대한 해석력이 부족해 평가의 품질을 담보하기 어렵고 이는 다시 금융기관의 

신뢰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음 

□ 기술신용평가에「기술이전법」상 기술평가기관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허용

하여 기술평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한편 기술신용평가 시장의 저변을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해야 함 

59)「기술이전법」제23조(기술의 현물출자 등에 대한 특례),「벤처기업법」제6조(산업재산권

등의 출자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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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소수의 기관만이 TCB 평가기관으로 지정(총 6개 기관)되어 기술신용

평가시장은 과점적 구조를 띄고 있고, 이는 경쟁을 제한시켜 평가의 다

양성 및 전문성 부족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므로 전문 평가기관의 

추가 지정을 통한 저변확대가 필요함   

- 또는 기존 기술평가기관과 연계하는 평가모형의 개발도 생각해볼 수 있음 

○ 한편 시중 은행은 자체적으로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를 실시하고 있어 TCB 평가

기관의 신용평가와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고, TCB 

평가기관은 기술평가에 보다 집중할 필요가 있음 

□ 기술신용평가 보고서를 금융권의 여신심사모형에 적절히 반영 또는 추가하여 

기술신용평가 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여신평가는 기업의 채무불이행 여부에 평가의 초점이 있고, 기술평가는 혁신

기술을 통한 부가가치 창출 여부와 성장성에 초점이 있으므로 금융과 기술을 

바라보는 관점을 적절히 접목시키는 체계 개선이 필요함  

4.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 개선 

□ 기술평가 전문가의 양성과 확산은 기술평가 결과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사항이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격제도를 정비

하여 기술시장에서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함 

○ 현재 여러 기술평가 관련 자격 중 기술거래사만 국가자격으로 인정받고 있을 뿐, 

여타 민간자격의 경우 공신력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임 

- 한편 기술거래사의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절(등록에 대한 등록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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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세) 및 [별표]에 따라 등록면허세 부과대상이나, 주무관청인 산업통상

자원부는 기술거래사 면허 발급을 하지 않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명의의 

등록증만 발급하고 있어 공신력에 의문이 제기 되기도 하는 상황임

- 또한 국가가 시행하는 자격시험을 통한 자격 취득 후 면허를 발급받는 

것이 아니어서 자격 보유에 따른 배타적인 업무영역이 인정되지 않음

○ 민간자격의 경우 선발과정에서 국가 또는 공공기관 등에 의한 공정하고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자격증의 남발이 일어날 수 있음

- 또한 민간자격 보유자의 경우 보수교육 등 유지관리가 미흡하여 자격취득의 

실익이 적은 것이 현실임  

[그림 19] 기술거래사 등록증

□ 현재 기술평가 분야에서는 기술거래사만이 국가자격이라고 할 수 있으나, 진정한 

‘국가자격’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기술이전법」제14조(기술거래사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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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 및 지원)를 개정해 자격 또는 면허의 취득 절차, 자격부여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민간자격 중에서는 공정한 선별을 거쳐 ‘국가자격화’ 또는 

‘민간 공인자격화’60)하여 관련 전문가 양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음  

○ 이를 통해 기술평가 관련 자격 취득 시 공신력과 취득 후 활용도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함 

□ 기술평가 전문가는 관련 전문성(학위, 자격증 등)을 확인받은 후에도 최소 5년61) 

이상 관련 분야에서의 실무경험이 요구되므로 자격 취득 시 이를 최소 요건화 

하고, 자격 취득자에게는 계속적인 보수교육을 의무화해 전문성을 제고해야 함  

○ 현재 대부분의 민간자격이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별도의 요건을 제시하지 

않고, 계속적인 보수교육 또한 실시하고 있지 않아 전문성 및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60) 민간자격은「자격기본법」제2조제5의2호와 제5의3호에 따라 ‘등록자격’과 ‘공인자격’으로 

구분되는데, 공인자격의 경우 주무부장관이 이를 공인한 자격이므로 시장에서의 공신력이 

높다고 할 수 있음  

61) 5년이라는 최소기간은 공식적인 년 수는 아니고 본 보고서 작성을 위해 면담한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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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술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는 기술의 거래‧사업화,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투자, 기술기업의 M&A 등 일련의 과정에서 출발

점이 됨

○ 현재 다수의 기관에서 관련 법률에 근거하여 기술평가를 시행중이나 평가목적이 

서로 다르고 기준‧절차 또한 상이해 시장의 요구에 대한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음

○ 또한 기술평가가 근간이 되어 시행되는 기술금융은 시장실패 영역이라는 특성상 

정부주도로 기반이 형성돼 현재까지도 민간으로의 확산이 매우 더딘 상황임

□ 현장 실태조사와 전문가 인터뷰 그리고 문헌조사‧분석을 통해 공공과 민간에 분

산된 기술평가기관의 운영현황과 기술평가제도의 문제점 및 한계를 파악할 수 

있었음 

○ 문제점을 정리하자면 크게는 공공중심의 기술평가 시장 형성으로 인한 확장성 

미약, 웹 기반으로 난립된 기술거래 플랫폼의 온-오프라인 연계 미흡, 비전문가에 

의한 무형자산 평가로 시장왜곡 발생, 금융권 기술신용평가(TCB) 시 기술력평가의  

부실화,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문 자격체계제도 미흡 등임 

□ 본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인식을 바탕으로 기술평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한 

입법‧정책적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하였음 

○ 첫째, 그 동안의 정부주도 기술평가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 참여를 

확대하고 기존 온라인 기술거래플랫폼의 오프라인 연계를 강화해 실질적인 기술

거래 수요가 발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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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상법」등 관련 법률을 정비해 공인된 감정인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업무

범위를 정비하여 전문성에 기반 한 기술평가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함

○ 셋째, 금융권 기술신용평가의 내실화와 평가체계 개선을 통해 기업의 기술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한 평가가 시행되도록 해야 함  

○ 넷째, 기술평가 전문가 양성과 저변확대를 위해 국가자격(기술거래사)의 취득절차 

등을 정비하고, 기존 민간자격 중 엄격한 선별을 거쳐 국가자격화 또는 민간 공인

자격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법률과 제도의 바탕위에 시장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수용한 기술평가 제도가 정립

될 때, 기술시장에서는 지속적인 기술혁신이 일어나 그 결과가 이전‧사업화를 통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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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용어의 정의

기술 과학 이론을 실제로 적용하여 사물을 인간 생활에 유용하도록 가공

하는 수단이나 방법

기술거래 시장관점에서 금전적인 거래를 수반하면서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여 등을 통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기술거래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거래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기술금융 기술이라는 무형자산에 대해 정성‧정량적 평가를 기반으로 하여 자

본을 융통하는 것  

기술담보대출 담보력이 취약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

들이 기술력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는 제도

기술신용평가기관

(TCB)

Technology Credit Bureau. 기업이 보유한 기술정보와 신용정보를 

결합‧평가하여 기술신용등급을 산출 후 금융기관에 제공하는 기관

기술이전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합병 등의 

방법으로 기술이 기술보유자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

사업화 기술을 이용하여 제품을 개발‧생산 또는 판매하거나 그 과정의 관련 

기술을 향상시키는 것

기술평가 사업화를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가액‧등급 

또는 점수 등으로 표현하는 것 

기술평가기관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하여 기술평가를 위한 전담인력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자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무형자산
기업경영에 유용하나 물리적 형태가 없는 자산으로 영업권·광업권·

특허권·실용신안권·공업소유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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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 기업이 영업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기 위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산 가운데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

한국기술거래소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민‧관이 공동출연 하여 2000년 설립

(근거:「기술이전촉진법」제6조)한 개방형 기술거래 플랫폼이었으나 

2009년에 폐지  

현물출자 회사의 설립이나 신주발행 시 금전(현금) 이외의 재산으로 출자하는 것

인수‧합병

(M&A)

Merger & Acquisitions. 기업의 외적 성장을 위한 발전전략으로 특정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할 목적으로 소유지분을 확보하는 

제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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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문가 세미나 

□ 개 요 

 ○ 주  제 : 기술평가 활성화 방안(부제: 기술 융의 역할 재조명)  

 ○ 일  시 : 2019. 8. 1.(목) 10:00 ~ 15:00

 ○ 장  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14층 1호 회의실(한국기술센터 內)

 ○ 발표자 : 발표1. 백 우 박사(한국산업기술진흥원 수석연구원)

             발표2. 박재  입법조사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 )

 ○ 토론자 : 계 문가 총 7명

□ 참석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소속 / 직위(직급)

1 발표 및 토론자 백대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수석연구원

2 토론자 최정현 기술보증기금/평가확산실장

3 토론자 조경선 한국발명진흥회/지식재산평가센터장

4 토론자 김현종 ㈜윕스/기술가치평가센터장

5 토론자 권재철 과학기술일자리진흥원/본부장

6 토론자 정우연 한국기업‧기술가치평가협회/차장

7 발표 및 토론자 박재영 국회입법조사처/입법조사관

[붙임] 현장 전문가 세미나 개최 공고문





R E P O R T ∙ L I S T

입법 ․ 정책보고서 발간 일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01호 개헌 관련 여론조사 분석 2018.03.13. 허석재

제002호 빅데이터 정책 추진 현황과 활용도 제고방안 2018.05.31.
정도영
김민창
김재환

제003호 조세범에 대한 처벌 현황 및 개선방안 2018.06.22. 문은희

제004호 지역상생발전기금의 현황과 개선방안 2018.06.28. 류영아

제005호 현행 지방선거제도 관련 주요 쟁점 및 개편방안 : 
지방의회선거를 중심으로

2018.07.11. 김종갑

제006호 디지털 증거에 관한 형사소송법적 과제 : 
전문법칙을 중심으로

2018.07.26. 조서연

제007호 디지털 성범죄 대응 정책의 운영실태 및 개선과제 2018.08.08. 조주은
최진응

제008호 보호종료 청소년 자립지원 방안 2018.09.21. 허민숙

제009호 지방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정착 실태와 향후 보완과제 2018.11.15
김재환
정도영
김민창

제010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교육사업 실태 및 개선방안 2018.11.29 김유향
김나정

제011호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1.29 신동윤

제012호 연구개발특구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8.12.07. 권성훈

제013호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데이터 개방 현황과 개선 과제 2018.12.10. 김태엽

제014호 현행‘복지허브화’정책의 성과 및 개선방안
-‘찾아가는 읍면동 주민센터’사업을 중심으로- 2018.12.11. 이만우

제015호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부모보험 도입방안 2018.12.13. 박선권



호 수 제        목 발간일 집필진

제016호 4차 산업혁명 대응 현황과 향후 과제 2018.12.13. 정준화

제017호 지방옴부즈만 제도의 운영현황 및 개선과제 2018.12.14. 김현정

제018호 국가 주요 시설물의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입법 및 정책 과제 2018.12.14. 김진수

제019호 양육비 이행 관리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과제 2018.12.17. 허민숙

제020호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따른 한미동맹의 주요 현안 
및 쟁점

2018.12.19. 김도희

제021호 개정 한 · 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와 
향후 과제

2018.12.20. 정민정

제022호 기술탈취 방지 및 기술보호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
-입증책임 전환을 중심으로- 2018.12.24. 박재영

제023호 시진핑 집권2기 중국 대외정책 결정체계의 현황과 시사점 2018.12.27. 김예경

제024호 난민심사제도 운용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27. 백상준
김예경

제025호 남북 이산가족 관련 지원 정책의 실태 및 개선과제 2018.12.31. 이승현

제026호 독립법인보험대리점(GA)의 현황 및 개선과제 2019.01.18. 김창호

제027호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 2019.09.24. 류영아

제028호 지역아동센터 지원사업의 현황과 과제 2019.10.31. 박선권

제029호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실태 및 개선방안 2019.11.01. 최미경
최정민

제030호 공공와이파이 구축·운영 실태 및 개선과제 2019.11.15. 장은덕

제031호 지속가능한 지하수의 활용 및 관리 방안 2019.12.10 김진수



입법·정책보고서 Vol. 제32호

발 간 일 2019년 12월 16일

발    행 김하중

편    집 경제산업조사실 산업자원팀

발 행 처 국회입법조사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1

TEL 02ㆍ788ㆍ4598

인    쇄 성지문화사 (TEL 02ㆍ2273ㆍ5090)

1. 이 책자를 허가 받지 않고 복제하거나 전재해서는 안 됩니다.
2. 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집필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전문(全文)은 국회입법조사처 홈페이지(http://www.nars.go.kr) 

‘NARS 발간물’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ISSN 2586-5668
발간등록번호 31-9735025-001606-14

Ⓒ 국회입법조사처, 2019





기
술

평
가

제
도

 
현

황
 

및
 

활
성

화
를

 
위

한
 

과
제

기술평가제도�현황�및
�활성화를�위한�과제

２� 019.�1� 2.

제 32호

입
법

·
정

책
보

고
서

제

3

2
호

２
０
１
9
·
1
2

31-9735025-001606-14


	차 례
	요 약
	I. 서론
	II. 실태조사 개요
	1. 배경 및 목적
	2. 조사대상 및 범위
	3. 주요쟁점 도출 방법
	가. 전문기관 방문 및 집단 심층면담
	나. 현장 전문가 세미나


	III. 기술평가제도 현황 및 운영실태
	1. 기술금융시스템에서의 기술평가
	가. 기술금융의 개념
	나. 기술금융 시장에서 기술평가의 필요성

	2. 기술에 대한 평가
	가. 기술 및 기술평가의 정의
	나. 기술평가 방법과 활용분야

	3. 기술평가 인프라 현황
	가. 법률 및 중장기정책 동향
	나. 기술평가기관 및 기술거래기관
	다. 기술평가/기술거래 플랫폼
	라. 교육/인력양성 기관

	4. 기술평가시장 규모(기술평가 건수 기준)

	IV. 기술평가제도 관련 주요 쟁점
	1. 공공중심으로 형성된 기술평가 시장의 한계
	가. 공공중심의 기술평가시장
	나. 한국기술거래소 폐지와 기술거래 플랫폼의 역할
	다. 웹(web) 기반 기술거래 플랫폼의 난립

	2. 기술 등 무형자산 감정 시 혼란 발생
	가. 기술 등 무형자산의 중요성 증대
	나. 기술 등 무형자산에 대한 감정결과의 왜곡

	3. 기술력 반영이 미흡한 기술신용평가
	가. 금융권의 기술신용평가(TCB) 체제 도입
	나. 신용도평가에 치우친 기술신용평가

	4. 공신력 낮은 기술평가 자격제도
	가. 현행 자격제도 체계
	나.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의 문제점


	V. 기술평가제도 활성화를 위한 과제
	1. 민간 참여 확대를 통한 기술거래 플랫폼 활성화
	2. 무형자산의 현물출자 평가 시 평가자의 업무범위 개선 검토
	3. 기술신용평가의 기술력평가 반영 현실화
	4. 기술평가 관련 자격제도 개선

	VI. 결론
	참고문헌
	[부록] 용어의 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