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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국내 반도체산업은 메모리반도체를 제외하고는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응하고자 정부에서는 반도체산업의 로벌 경쟁력을 유지∙제고하는 노력의 일

환으로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

는 반도체 R&D 프로젝트에 한 경제적인 측면의 타당성 평가를 위해 실물옵션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분석결과 정부에서 약 2,300억원의 초기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사업의 기 가치는 18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본고에서는 사업이 당

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와 금리변화 등 외부환경변화가 생기는 경우

에 한 가치평가도 함께 실시하 다. 연구결과 사업의 변동성(불확실성)이 커질수록 사업

의 가치 또한 증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고의 분석결과 확인된 위와 같은 사실은 정부

주도의 규모 프로젝트의 수행방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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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가치 극 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R&D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이다. 그간 프로젝트의 관리는 수행전 단계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타

당성 분석 위주로 진행되었고, 개시된 프로젝트의 가치(성과) 극 화를 위한 방안마련에는

소극적이었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본고의 연구 결과는 기존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먼저 실물옵션과 관련된 분석 역을 국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으로 확장하 다는 점이다. 다음으로 실제 정부투자사례를 기준으로 연관사업

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정부사업의 가치평가를 보다 현실성 있게 분석하 다.

한 색인어: 실물옵션, R&D, 가치평가, 반도체, 타당성분석

ABSTRACT

The domestic semiconductor industry lacks global competitiveness, except for

memory semiconductors. In order to enhance the global competitiveness of the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is actively promoting various R&D projects. This paper

examines an interesting case of a government-led semiconductor R&D project for ultra-

low-power chips. We analyze whether the project is economically feasible using real-

option framework. We estimate the project value as 18.7bn KRW. We take into account

the possibility of project failure and the change in financial environment such as interest

rates. Due to optionality in the projects, the higher the volatility of the project, the

increased the value of the project as well. This is not surprising in real-option analysis,

but the magnitude of the volatility effect is fairly large. This encourages the government

to undertake aggressive R&D projects in ulta-low-power chips. This paper suggests

several contributions. First, we extend real-option framework to R&D projects in

semiconductor sector for the first time. Second, we use actual case of government-led

projects and consider inter-industry effects. Third, we incorporate scenario analysis in the

valuation. Hence, our research can be used as a benchmark for future R&D projects for

government.

Key Words: real option, R&D, valuation, semiconductor, feasi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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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세계시장 점유율 1위,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품목, 반도체 산업을 논할 때 우리나라 국

민들이 가장 많이 접하게 되는 표현이다. 실제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의

52%를 점유하고 있고, 총수출액 중 차지하는 비중은 12%이다. 동 산업이 국가경제에 매

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분명하다.1) 그러나 반도체 시장 전체를 놓고 보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전개된다.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와 비메모리 반도체로 나뉘는데, 국

내반도체 산업은 비메모리(시스템) 분야에서는 세계 시장에서 취약하다.2) 실제 시스템 반

도체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점유율은 5.8%에 불과하다. 시스템 반도체는 전체 반도체 시

장의 74%를 차지하며, 성장률 또한 메모리 반도체의 2배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현

실은 한국 반도체 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의 심각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한국수출입은

행, 2016).

반도체 산업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향을 고려해 볼 때 시스템 반도체의 경쟁력강화를

위한 연구개발은 매우 중요하다. 이미 미국, 유럽, 일본 등의 선진국에서는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연구 프로그램을 국가 주도적으로 시행 중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래 반도체 산업의 기술선점을 위해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고 시급

하다. 이러한 필요성에서 정부는 메모리 반도체에 편중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균형적인 발

전과 성장성이 높은 시스템 반도체 산업의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표적

인 연구개발 프로젝트로“초저전력 미래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을 들 수 있다. 초저전력 미

래 반도체 개발 사업은 4차 산업혁명으로 변되는 지능정보사회에 응하기 위해 정부에

서 추진 중인‘4 나노챌린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소모 전력이 현재의 1000분의 1 이

하인 반도체 개발이 목표이다.3)

이처럼 정부에서 미래 선도 기술 확보를 위한 4 프로젝트에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을

포함한 이유는 빅데이터,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현실(VR), 인공지능(AI) 등이 보편화되면

기존의 반도체 기술로는 이들에 적합한 효율적 정보처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물

인터넷(IoT) 기반 사회에 비한 반도체 기반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초고성능,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또한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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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장점유율(한국수출입은행, 2016)은 14년 기준, 수출비중(국가통계포털)은 15년 기준

2) 메모리 반도체는 저장용도로, 비메모리 반도체는 작업처리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비메모리

반도체는 시스템 반도체와 기타 반도체로 나눌 수 있으나 시스템반도체로 통용되고 있다. 

3)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4 나노챌린지 프로젝트 등 미래선도 기술 투자 확 , 2016.4.11.)



확장하고 있는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라도 반도체 산업에 한 공격적∙적극적

연구개발(R&D)이 시급히 필요한 때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필요성에 따라 정부에서 추진 중인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산업의 연

구개발이 재무적 관점에서도 그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해 실물옵션 기법(real option

approach)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순현재가치법(NPV) 등과 같은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기

법은 불확실성이 큰 규모 R&D 사업에 내재된 전략적 유연성이라는 가치를 반 하지 못

하는 것이 취약점이다(Benaroch & Kauffman, 1999; McGrath, 1997). 일반적으로 불확실

성이 클수록 의사결정의 유연성이 보다 높은 가치를 가지게 되므로 이를 반 하지 않는 경

우 R&D 사업의 타당성은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반도체 산업과 같이 시장환

경이 급변하는 분야에서의 연구개발투자에 한 타당성 평가가 적정하게 이루어지기 위해

서는 신축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반 할 수 있는 실물옵션 기법이 보다 적합한 분석 도

구이다. 

기존의 프로젝트 가치 평가 방법인 순현재가치법(NPV), 현금흐름할인법(DCF), 내부수

익률(IRR),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편익-비용 비율(benefit-cost ratio) 등은 사전적

으로 고정된 기준을 분석 상 기간 전체에 적용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상당히 경직적

으로 투자안의 가치를 평가하게 되고, 그것이 주요한 단점이다. 따라서 급변하는 환경에서

신축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모형화하는데 상당한 한계가 있다. 이와 달리 실물옵션 기

법에서는 시장에서의 경쟁구조, 시장 환경 변화 등과 같이 투자에 관한 의사결정이 유연하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불확실한 상황을 반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즉, 미래의 불확실

성을 모형에 구체적으로 반 하고 다양한 의사결정의 가능성을 투자안이나 프로젝트의 가

치와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다. 예를 들면 추가 투자를 결정하거나 또는 잠시 중단하

는 경우, 혹은 아예 프로젝트를 중간에 청산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프로젝트 진행 중 그

러한 선택의 옵션이 있는 것이다.

이처럼 프로젝트 추진 중에 가질 수 있는 추가투자, 연기, 중단 등과 같은 의무사항이

아닌 선택적 권리는 경제적 가치를 갖게 되는데, 이는 다시 파생금융상품으로서의 옵션 또

는 옵션적 권리로 해석할 수 있다. 옵션은 항상 0 이상의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경제적 권

리의 가치에 주목한 가치평가는 Myers(1977)가 Fisher(1930), Burr(1938) 등에서 제안된

현금흐름할인모형의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Black and Scholes(1973)과 Merton(1973)의

옵션평가 이론을 적용하여 제안하 다. 실물옵션을 이용한 가치평가 기법은 Cox, Ross

and Rubinstein(1979)이 이항모형을 활용하여 옵션의 가치평가를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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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을 도입한 이후에는 더욱 발전하게 된다. Kester(1984), Brennan and Schwartz(1985),

Trigeorgis and Mason(1987) 등은 추가투자 가능성을 고려한 평가방법에 해, Ingersoll

and Ross(1992), McDonald and Siegel(1986), Paddock, Siegel, and Smith(1988) 등은 연

기 의사결정을 고려한 평가방법을 제시하 다. 또한 Myers and Majd(2001) 등은 중단 권

리를 반 한 평가방법을 연구하 다. 

국내에서도 실물옵션을 이용한 가치평가 방법을 다양한 실무분야에 적용한 연구가 다수

진행되었다. SOC사업 가치평가에 해서는 최수미(2002), 김명희,이기환(2012) 등의 연

구가 있고, 기술 R&D 가치평가에서는 임윤수,최수식(2006), 최경현 등(2011) 등의 연구

가 있다. 에너지사업 가치평가에서는 윤원철(2006), 김경남,선우석호(2011) 등과 정보통

신사업의 가치평가에서는 이동주 등(2006), 장혁수,이봉규(2014) 등이 있다. 프로젝트파

이낸스 가치평가는 손 진 등(2011), 변진호,최문섭(2013) 등의 연구가 있다. 그리고 기업

의 전략적 유연성을 반 한 R&D 투자가치 평가 연구(구본일 등, 2005; 김재인 등, 2013)

와 투자지출과 현금흐름의 민감도 분석에 한 연구(김학수, 2013; 이상훈, 2012)도 있다.

그러나 전통적인 경제성 분석기법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국내 연구 중

반도체 분야를 상으로 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의사결정의 유연성이 가지는

가치를 반 한 실물옵션 기법을 활용하여 반도체 사업에 한 경제성을 평가한 첫 연구라

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국내 반도체 산업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 차세 반도체 산업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타당성 분석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는 점에서도 정책적 의의가 있다.

본 연구는 실물옵션 기법을 활용한 가치평가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

별성을 가진다. 먼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실물옵션기법을 활용하여 반도체 분야의 사

업가치를 평가하는 최초의 연구라는 점이다. 그간 산업전반에 걸친 역에서의 경제적 타

당성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된 실물옵션 평가기법을 국가경제의 핵심 산업인 반도체 분야

로도 최초로 확 하 다. 두 번째로는 실제 투자 사례를 바탕으로 분석을 진행하 다는 점

이다. 실무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초저전력 미래반도체 기술개

발 사업계획을 평가하여 경제적 관점에서도 정책집행의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한 이론적

근거를 제시하 다. 세 번째로는 타 산업으로의 연관효과를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하

다는 점이다. 기존 연구에서는 해당 사업 또는 단일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만을 고려하고

있으나, 본 연구는 반도체 산업의 연관 산업에 한 향력을 포함하여 분석하 다. 이는

경제성 분석의 결과를 보다 실제 현실에 가깝게 도출하 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네 번

째로는 가치평가 시 프로젝트의 잔존가치가 없다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을 하 다. 실물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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션기법에 한 비판으로 잔존가치에 한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이 개입된다는 주장이 있

음을 고려해 볼 때 연구자의 자의적 판단을 최 한 배제하고 객관적인 관점에서 진행하

다는데 의미가 있다. 마지막으로 시나리오 분석을 추가하여 금리 변화, 성과목표달성율 변

화 등 다양한 상황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 히 검토하 다는 것이다. 이는 복수의 시나리

오 분석을 통해 입력변수와 그 결과값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사업의

가치평가 결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정부주도의 규모 프로젝트 수행방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시

사점을 제공한다. 프로젝트의 가치극 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인 R&D를 장려할 필요

가 있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보여주었다. 실증분석결과 사업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업의

가치 또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프로젝트의 평가를 사업수행 여부에만 초점을 맞

추는 방식에서 벗어나 개시된 프로젝트의 가치(성과) 극 화를 위한 적극적 연구수행을 장

려하는 체계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다음 장에서 분석모형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할 것이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시나리오별 분석을 하 다. 마지막으로

결론에서는 본고의 시사점을 요약하고, 한계점과 추가 연구과제를 검토하고자 한다. 

Ⅱ. 분석모형

2.1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사업 개요

반도체 산업은 설계에서부터 생산까지의 전공정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처리하는 종합

반도체기업(IDM, Integrated Device Manufacturer)과 설계, 패키징 등과 같이 전공정 중

의 일부에 특화한 팹리스(fabless), 파운드리(foundry) 등의 업체로 구분해 볼 수 있다.4) 그

러나 최근 반도체 업계에서는 핵심 기술인 미세화(scaling)를 현재의 소재와 공정으로는

더 이상 강화하기 어려워 새로운 기술적 혁신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5) 이는 반

도체의 트랜지스터 면적을 작게 하는 미세화를 통한 작동속도 경쟁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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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팹리스는 설계를 전문으로, 파운드리는 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경우를 지칭한다. 또한, 패키징 및

테스트 등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있다.

5) 반도체 회로를 구성하는 트랜지스터의 선폭을 작게 하여 회로의 동작속도를 높이는 것을 미세화라

고 한다. 그러나 10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이하의 극미세 공정에서는 저항 및 발열 등의 문제

로 추가적인 기능향상을 담보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빅데이터, 가상현실, 인공지능 등이 급속하게 발전하면서 작동 속도

보다는 최소전력을 사용하면서 얼마나 오랫동안 구동할 수 있는지가 최 의 관심사로 부

상 중이다.

따라서 사용 전력 효율화를 구현할 수 있는 초저전력 반도체에 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

심으로 이미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한국 정부도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16년 4월에‘제4기 나노기술종합발전계획’을 마련하 다. 본 계획

에서는 미래선도기술에 한 연구개발 투자 확 를 강조하고 있는데, 4 핵심과제 중 하

나가“초저전력 미래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이다.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사업은 아래 <표 1>

과 같이 향후 10년간 소모전력을 기존 비 1/1000까지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표 1>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사업 목표

*출처: 미래창조과학부(2016) 재구성

2.2 분석모형

본절에서는 정부가 중점 연구개발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사업이

실제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도구로서의 모형을 논의한

다. 이를 위해 먼저 분석의 근간이 되는 가정을 다음과 같이 하 다. 첫째, 본 프로젝트의

가치는 실물옵션의 가치 중 청산가치를 활용하여 평가하 다. 이 과정에서 정부계획사업

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확장 또는 연기옵션은 없는 것으로 하 다. 둘째, 본 프로젝트는 각

중단시점에서 기회비용보다 프로젝트의 가치가 작으면 청산하는 것으로 하 다. 기회비용

은 초기 사업비를 무위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여 계산하 다. 셋째, 관련 산업은 산

업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반도체 산업 이외에 통신서비스, 하드웨어를 추가로 설정하 다.

넷째, 프로젝트의 청산시점은 개발계획상의 주요시점인 21년(1차), 23년(2차), 27년(3차)

으로 설정하고 만기는 31년(4차)으로 설정하 다. 만기를 31년으로 설정한 이유는 사업을

2차 이후에는 매 4년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며, 전력절감목표는 해당 시기에

달성되는 것으로 하 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본 프로젝트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모

형의 도출과정은 아래와 같다. 먼저 시점 에서 본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가치는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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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목표 1 1/10 1/100 1/1000 최소전력절감

구분 19년 21년 23년 27년 비고



같이 둘 수 있다. 

………… (1)

식 (1)은 프로젝트의 가치가 해당 시점에서 연관 산업들의 가치 와 본 프로젝트가 연

관 산업들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산업 의 가치 는 다음과 같은 기하적 브라운 운동(Geometric Brownian

Motion)을 따른다고 가정한다.

………… (2)

상기 식 (2)에서 는 산업 가치 의 표류율(drift rate)로 단위시간당(시간불변) 

의 평균증감율을 나타내고, 단위시간당(시간불변) 증감율의 표준편차율

(standard deviation rate)을 의미한다. 는 표준브라운운동(standard Brownian motion)

으로 를 만족한다. 은 산업의 수, 산업 간 분산-공분산 행렬

(covariance matrix)을 로 표시할 때 각 원소들(diagonal elements)은 이고 기타 원

소들(off-diagonal elements)은 가 된다. 여기서 는 산업간 상관계수

(correlation)로 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시점 에서 프로젝트의 가

치 는 각 산업들의 가치로 이루어진 벡터로 가정해 보면 식 (1)은 다음과 같이

다시 쓸 수 있다. 

6) ………… (3)

여기서 는 초기투자액, 는 본 프로젝트의 산업노출도(다른 산업에 해 미치는

향에 관한 척도)를 나타낸다. 는 산업별 수익률로 프로젝트가 성공했을 경우 시점 에

서 다른 산업들에게 만큼의 추가적인 가치를 창출하게 된다는 의미로 볼 수 있고,

로 다시 쓸 수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별로 가치의 벡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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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rime)은 행렬의 전치(transpose)를 표시한다.



가 되고7), 각 산업에 한 상 적 노출 와 초기투자액 를 고려하면 식 (3)

을 얻을 수 있다. 

한편 프로젝트 최소가치는 초기사업비의 기회비용 개념으로 볼 수 있는데, 초기사업비

를 무위험자산 에 투자했을 때의 무위험수익률 를 감안하여 미래가치로 설정하면 시

점 에서 아래와 같이 둘 수 있다.

………… (4)

따라서 시점 에서 본 프로젝트가 창출하는 순가치는 식 (3)과 식 (4)의 차이로 볼 수

있는데, 위험중립평가방법(risk-neutral valuation)에 따라 현재 시점 0에서 평가한 본 프로

젝트의 가치 는 다음과 같다:

………… (5)

상기 식에서 는 무작위 중단시간(stopping time)으로 으로 다

시 쓸 수 있다. 즉, 사업이 최소한의 가치 를 넘지 못하면 본 프로젝트는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은 무위험 수익률(risk-free interest rate)로서 시간불변을 가정하는데, 여기서

위험중립측도(risk-neutral measure)로 변환하면 식 (2)의 산업 의 가치 는 다음과

같은 다시 표시할 수 있다.

………… (6)

상기 식 (6)에서 는 산업 에서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파급되는 가치로 인한 단위

기간 시간불변 평균 수익률인데, 본고에서는 국내 주식시장의 배당수익률을 사용하 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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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기서‘ ’는 이른바‘Hadamard product’로서 벡터간 원소끼리의 곱(element-by-element
multiplication)을 나타낸다. 즉 가 원소인 벡터 와 가 원소인 벡터 에 해서 의

원소는 이다.

8) 통상 convenience yield라고 하며, 채권의 경우 경상수익률(current yield) 등에 상응하는 개념이다.



Ⅲ. 분석결과

3.1 분석모델의 변수 설정

제2장에서 분석 모형은 식 (5)로 기술한 바 있다. 이하에서 식 (5)를 계산하기 위한 각

주요 변수들에 한 가정을 부여한다.9)

3.1.1 (무위험이자율)

무위험 이자율은 연 1.5%로 설정한다. 본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추진된 2016년 6월의

한국은행 정책금리는 1.25%이다.10) 향후 국내 이자율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

상하고 있다. 따라서 본 프로젝트는 장기 프로젝트이므로 이자율은 기간 프리미엄(term

premium)을 고려 정책금리 수준보다 다소 높게 설정한다. 

3.1.2 (시가배당수익률)

산업별 배당률은 현재 우리나라 기업들의 시장가치 배당률(dividend yield)을 사용한다.

시장가치 배당률이란 주가와 주당 배당금 사이의 비율을 나타낸다. 주당 배당금은 과거

1년간 국내 주식시장(코스피 및 코스닥) 배당의 총합으로 1.74%를 사용하 다. 

3.1.3 (연관산업 파급효과)

프로젝트가 연관 산업들의 생산성 등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프로젝트의 결과

전력소모절감이 각각 1/10, 1/100, 1/1000 경우의 분석을 바탕으로 결정되었다. 관련 산업

은 산업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반도체 산업 이외에 통신서비스, 하드웨어를 추가로 설정하

다. 아래 <표 2>는 목표연도별로 사업 성공시(전력소모절감 달성) 관련산업에서의 추가

적인 가치창출을 의미한다.

<표 2> 목표연도별 연관산업 파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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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가정치는 시장현황(금리, 배당 등)와 사업추진계획(목표치, 투자액 등)을 참고로 하 다.

10) 17년 3월 현재 한국은행의 정책금리는 여전히 1.25%이므로 본 논리를 전개하는데 문제는 없다.

1/10 절감 2021 20% 20% 5%

1/100 절감 2023 40% 40% 10%

1/1000 절감 2027 100% 100% 20%

구분 목표년도 반도체 통신 하드웨어



3.1.4 (청산시점)

청산시점은 정부 계획에 따라 2021년, 2023년, 2027년, 2031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이는 매우 보수적인 가정이다. 왜냐하면 프로젝트를 위 시점 이외에도 자유

롭게 청산할 수 있다면 본 프로젝트의 가치는 크게 올라가기 때문이다.11) 한편, 프로젝트

만기는 2031년으로 설정한다. 만기를 그렇게 설정한 이유는 사업을 2차 이후에는 매 4년

마다 평가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로 가정에 따라 청산시점에서 사업이 창출하는

가치와 최소한의 사업가치를 비교하여 프로젝트에 관한 청산 여부를 결정하 다.

3.1.5 (초기투자액) 

초기투자액은 정부 계획에 따라 2,3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하 다. 

3.1.6 (프로젝트의 산업노출도)

본 프로젝트가 산업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즉 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나타낸

다. 만약 본 프로젝트가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되어 있고( 향을 미치고), 반도

체 산업에 한 노출이 통신과 하드웨어 산업에 미치는 합과 동일하고, 통신과 하드웨어

산업에 하여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다면 =(0.5, 0.25, 0.25)가 된다. 결국 이는 초기 투

자액을 반도체에 50%, 통신과 하드웨어에 각각 25%를 투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3.1.7 (최소 사업가치)

최소한의 사업가치는 초기사업비의 기회비용을 고려하여 결정된다. 초기사업비를 무위

험자산에 투자하는 것을 안으로 가정하여 최소한의 사업가치는 초기사업비의 미래가치

로 설정한다. 

3.1.8 (변동성)

본고에서는 관련 산업을 산업파급효과를 고려하여 반도체, 통신서비스, 하드웨어로 정

의하 다. 따라서 관련 산업의 변동성을 계산하기 위해 FnGuide의 산업분류(sectors,

industry)에 따라 아래 <표 3>에 제시한 회사를 이용하 다.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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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유러피언 옵션보다 아메리칸 옵션의 가치가 항상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는 이유와 동일하다.

12) FnGuide Sectors Classifications는 10개의 Economic Sector와 25개의 Industry Group 그리고 62
개의 Industry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당산업의 FnGuide Symbol은 FI27.62.00(반도체),

FI27.70.00(통신서비스), FI27.61.00(하드웨어)이다. 



<표 3> 관련산업내 기업현황

변동성 계산의 기초가 되는 분석 자료는 2005년 12월부터 2016년 6월 사이의 일별 지수

수익률을 사용하되(T=2607), 다음 공식에 의하여 이산복리수익률(discrete compound

return) 를 연속복리수익률(continuous compound return) 로 변형하여 계산하 다.13)

………… (7)

위 (식) 7에 따른 각 업종의 연속 복리 일별수익률에 관한 요약 통계량은 아래와 같다. 

<표 4> 각 업종의 일별수익률 요약 통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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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SK하이닉스, SK머티리얼즈, 이오테크닉스, 원익IPS, 솔브레인, 리노공업, 지스마

트 로벌, 케이씨텍, 원익머트리얼즈, 한미반도체, 주성엔지니어링, 유진테크,

ISC, SFA반도체, 원익홀딩스, 피에스케이, 디아이

통신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하드웨어

삼성전자, 삼성SDI, 삼성전기, LG이노텍, 일진머티리얼즈, 파트론, 고 , 신도리

코, 아트라스BX, 녹십자셀, 슈피겐코리아, 덕전자, 크루셜텍, 휴맥스, 블루콤,

코나아이, 덕GDS, KH바텍, 자화전자, 코리아써키트, 이수페타시스, 슈프리마,

유비쿼스, 서원인텍, 이노칩, 인터플렉스, 이라이콤, 디티앤씨, 슈프리마에이치큐

산업(지수) 회 사 명

13) P0에서 P1으로의 동일한 지수의 변화에 해서 이산복리수익률은 (P1-P0)/P0로 계산되며 연속복

리수익률은 ln(P1)-ln(P0)로 계산된다. 전자를 d라고 하고, 후자를 c라고 하면 양자간 정확히

1+d=exp(c)의 관계를 갖게 된다.

min -14.86 -6.04 -15.64

max 12.36 7.37 12.88

range 27.22 13.41 28.53

median 0 -0.05 0.03

mean 0.03 0 0

std.dev 1.97 1.30 1.87

skewness -3.89 18.73 -16.40

kurtosis 274.13 245.18 476.69

구분 반도체 통신 하드웨어



각 지수의 일별 연속복리수익률 간 상관계수는 아래 표에 제시한다.

<표 5> 상관계수 행렬

3.2 기본 모델의 분석결과

실물옵션 기법에 의한 가치평가에서 다루는 문제의 부분은 그 속성상 일반적인 공식

으로 도출되는 해(analytical solution, closed-form solution)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몬테칼로 기법(Monte-Carlo technique)을 활용하고자 한다. 모의실험

(simulation)의 반복 횟수는 105로 설정하 으며, 아래 [그림 1]과 <표 6>는 각각 타당성 분

석 결과에 한 히스토그램 및 통계량이다. 

[그림 1] 옵션가치 <표 6> 기본모델 통계량

(Y축: 빈도, X축: 억원, 파란선: 평균, 빨간선: 중위값) (단위: 억원)

기본 모델에 의한 분석결과 전력 절감에 관한 목표인 2021년까지 1/10, 2023년까지

1/100, 2027까지 1/1000가 달성된다는 가정 이외에 다른 모든 가정은 단히 보수적으로

하 지만, 사업의 옵션가치(real option value)는 약 187.48억원으로 양수인 것을 알 수 있

다. 투입되는 초기사업비와의 비율을 계산하면 8.08%의 수익률이다. 이를 내부수익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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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 - -

통신 0.25*** - -

하드웨어 0.57*** 0.22*** -

구분 반도체 통신 하드웨어

min -2,010.95

max 25,664.25

median -469.73

mean 187.48

std.dev 2040.58

skewness 2.60

kurtosis 11.64

구분 프로젝트 가치

0 5000 10000 15000 20000

0
10

0
0
0

2
0
0
0
0

3
0
0
0
0

4
0
0
0
0

5
0
0
0
0



(internal rate of return, IRR)이라 봐도 크게 문제가 없다. 

다만 중위수는 음수로 약 -469.73억원이다. 이는 기술금융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패

턴이다. 벤처캐피털 등 기술금융이 가장 발달한 미국에서도 벤처의 성공확률은 25% 이하

로 알려져 있다. 이는 중위수익률(median return)이 음수임을 뜻한다. 그러나 소수의 성공

하는 프로젝트에서 단히 큰 수익을 창출하므로 전체 프로젝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양수가 되는 것이다. [그림 1]에서도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 사업의 가치는 단히 오른쪽

으로 꼬리가 늘어지는(right-skewed) 분포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업은 여타의 기술벤

처의 경우와 같이 잠재력이 크지만 실패로 실현되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성공할 경우 단히 큰 가치를 창출하게 될 것이다. 

[그림 2] 청산시점별 옵션가치

(Y축: 빈도, X축: 억원, 파란선: 평균, 빨간선: 중위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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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 청산시점(Stopping time)별 시뮬레이션 된 실현된 프로젝트 가치는 [그림 2]와

같다. 미래로 갈수록 프로젝트 가치가 0에 가까운 경우가 많은 이유는 이전기에서 프로젝

트들이 청산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청산시점인 2021

년의 경우에도 프로젝트 가치가 평균과 중위수 모두 음수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현된

프로젝트 가치는 미래의 프로젝트의 가능성에 한 옵션가치가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

으로 보아야 한다. 

Ⅳ. 분석결과의 확장

본장에서는 앞서 살펴본 기본모델의 분석결과를 확장하여 금리 변화, 성과목표달성 정

도 등 다양한 상황별로 사업의 타당성을 추가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접근방식은 복수의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입력변수와 그 결과에 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사

업의 가치평가 결과를 보다 합리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4.1 성과달성의 위험(performance risk)를 고려한 가치평가

청산시점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과가 목표를 초과 달성할 수도 있고 목표를 달성하지 못

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성과달성의 위험을 고려하기 위하여 이 절에서는 청산시점에서

성과가 -1% 미달하는 경우부터 +1% 초과하는 경우까지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

를 따른다고 가정하여 추가 분석하 다. 이를 위해 성과불확실성을 반 한 목표연도별 전

력절감 목표치는 다음과 같이 가정하 다. 

<표 7> 성과불확실성을 반 한 목표연도별 연관산업 파급효과

상기 목표치를 가정하여 시뮬레이션을 105회 진행한 결과는 [그림 3] 및 <표 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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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절감 2021 20% ± 1% 20% ± 1% 5% ± 1%

1/100 절감 2023 40% ± 1% 40% ± 1% 10% ± 1%

1/1000 절감 2027 100% ± 1% 100% ± 1% 20% ± 1%

구분 목표년도 반도체 통신 하드웨어



[그림 3] 옵션가치 <표 8> 성과불확실성 모델 통계량

(Y축: 빈도, X축: 억원, 파란선: 평균, 빨간선: 중위값) (단위: 억원)

<표 8>에 나타난 모의실험 결과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모델과의 비교가 용

이하도록 성과의 위험이 없는 상황과 나란히 비교하 다. 이를 보면 성과달성과 성과미달

성의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 프로젝트의 가치는 오히려 올라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중

위수는 조금 증가하고 기댓값이 약 187억 원에서 약 1,337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다. 그러

나 성과위험의 존재로 프로젝트의 변동성은 당연히 증가하 는데, 표준편차가 약 2,041억

원에서 약 3,788억 원으로 크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위험의 증가로 인하여 이와 같이 성과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단히 자연스

럽고 잘 알려진 현상이다. 실물옵션 기법으로 프로젝트를 중간에 청산할 수 있는 권리를

모형에 반 한 결과이다. 따라서 이론상 프로젝트를 중간에 청산할 수 있다면 위험의 증가

에 따라 오히려 프로젝트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실제로도 위험이 증가한다는 것은

프로젝트의 성과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더욱 나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사업기간 중

프로젝트를 청산할 수 있으므로 실제 프로젝트의 성과가 나빠질 것 같으면 더 이상 프로젝

트를 추진하지 않을 수 있다. 반 로 프로젝트가 좋아질 것 같으면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하면 된다. 결국 프로젝트를 청산할 수 있는 권리의 가치는 프로젝트의 성과달성 위험이

증가할수록 커진다. 본 프로젝트의 가치도 성과달성의 위험이 증가할수록 더욱 증가하는

것이다.

이는 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갖는다. 프로젝트를 관리함에 있어서 지나치게 안정 지향

적으로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기 때문이다. 프로젝트를 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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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010.95 -2,028.79

max 25,664.25 29,179.85

median -469.73 -444.40

mean 187.48 1,336.94

std.dev 2,040.58 3,788.25

skewness 2.60 1.81

kurtosis 11.64 5.88

구분 기본모델 추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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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는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프로젝트가 계속 진행되는 것이 좋다. 그러한 상황에서 위험

을 줄이고 프로젝트의 안정적 성과달성에만 관심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의

재원을 공급하는 정부의 입장에서는 엔지니어들의 이러한 보수적인 태도로 프로젝트 가치

가 하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프로젝트에 재원을 투입한 정부는 이러한 가

능성을 감안하여 엔지니어들이 더욱 공격적인 R&D를 할 수 있도록 유인구조(incentive

structure)를 보다 세심하게 고안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프로젝트 성과달성위험 이외에도 다양한 경우를 가정하여 모의실험을 행하

다. 그러나 앞선 논의와 크게 다른 점이 없다. 결과는 일관되게 관련 위험이 증가할수록

프로젝트의 옵션가치는 증가한다는 것이다.

4.2 이자율 위험(interest rate risk)를 고려한 가치평가

기본모델과 성과위험을 고려한 모델에서는 이자율이 1.5%로 만기까지 유지된다고 가정

했다. 그러나 프로젝트 수행기간인 향후 10년간 로별 경기의 변동성은 커질 것으로 예

상된다. 국내 경제 상황도 구조조정, 중국 경제 리스크, 북핵 및 지정학적 리스크, 유로죤

문제 등의 향으로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이자율이 앞으로

1.5%로 유지된다는 가정은 비현실적이다. 당장 2017년 말까지 정책이자율의 상승을 예상

하는 것이 채권시장의 컨센서스이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본절에서는 이자율의 리스

크를 모형에 반 하 다. 

이자율이 기본모델의 가정인 1.5%에서 -1% 미달하는 경우부터 +1% 초과하는 경우까

지 균일분포(uniform distribution)를 따른다고 가정하 다. 이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가치

는 아래 [그림 4]과 <표 9>에 요약되어 있다. 모의실험은 여전히 105회 실시했다. 그 결과

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비교가 용이하도록 성과의 위험이 없는 상황과 나란히 제

시하 다. 분석결과는 4.1의 성과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와 비슷하다. 이자율 위험이 증가하

자 실현된 가치의 변동성은 2,078억 원으로 증가한다. 그러나 중위수와 기댓값은 모두 증

가한다. 이자율 위험의 증가와 함께 프로젝트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유는 앞서 성과위험이

증가하면 프로젝트의 가치가 증가하는 이유와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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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옵션가치 <표 9> 이자율위험 모델 통계량

(Y축: 빈도, X축: 억원, 파란선: 평균, 빨간선: 중위값) (단위: 억원)

4.3 50% 목표달성을 고려한 가치평가

본절에서는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예를 들어 연관산

업에 한 파급효과가 아래 <표 10>과 같이 당초 예측의 50%밖에 안 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이는 목표연도별 전력감축목표치인 1/10, 1/100, 1/1000의 50%만 달성하는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부정적인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가치는 아래 [그림

5] 및 <표 11>과 같다. 시뮬레이션은 여전히 105회 실시했다.

<표 10> 50% 목표달성을 반 한 목표연도별 연관산업 파급효과

아래 <표 11>에 보인 모의실험 결과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역시 기본모델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성과의 위험이 없는 상황과 나란히 제시하 다. 그 결과를 보면 프로젝

트의 가치(평균)가 음수이다. 즉 프로젝트 성과를 50%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시나리오라면

프로젝트를 청산하는 것이 낫다. 구체적으로 프로젝트의 기댓값은 69억원의 손실이다. 중

위수도 더욱 감소하여 -484억원이다. 프로젝트를 진행하더라도 많은 경우 프로젝트가 중

간에 청산될 것이므로 프로젝트의 변동성은 1,529억 원으로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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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010.95 -1,961.07

max 25,664.25 25,022.77

median -469.73 -418.85

mean 187.48 278.77

std.dev 2,040.58 2,078.33

skewness 2.60 2.436

kurtosis 11.6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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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옵션가치 <표 11> 성과 50% 달성 모델 통계량

(Y축: 빈도, X축: 억원, 파란선: 평균, 빨간선: 중위값) (단위: 억원)

4.4 50% 목표달성과 성과달성위험을 고려한 가치평가

그렇다면 목표를 50% 밖에 달성하지 못하는 상황이지만 엔지니어들이 더욱 공격적으로

R&D를 추진하여 성과달성의 위험이 증가하는 경우는 어떨까? 앞서 4.3에서 50% 성과달

성 시나리오와 4.1의 성과달성위험 시나리오를 함께 고려하기 위해 청산시점에서 성과가

-1% 미달하는 경우부터 +1% 초과하는 경우까지 균일분포를 따른다고 가정하 다. 이러

한 부정적이지만 단히 공격적인 상황에서 프로젝트의 가치는 아래 [그림 6]과 <표 12>와

같다. 역시 모의실험을 105회 실시했다.

[그림 6] 옵션가치 <표 12> 성과감소 및 위험 모델 통계량

(Y축: 빈도, X축: 억원, 파란선: 평균, 빨간선: 중위값) (단위: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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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 -2,010.95 -2046.22

max 25,664.25 16,988.27

median -469.73 -484.39

mean 187.48 -69.08

std.dev 2,040.58 1,52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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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osis 11.64 1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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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표 12>에 나타난 모의실험 결과의 통계적 특성을 나타냈고, 기본모델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성과의 위험이 없는 상황과 나란히 제시하 다. 이 결과를 보면 설령 프로젝트

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더라도 오히려 공격적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가치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프로젝트의 기댓값은 187억 원에서 933

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하 다. 중위수도 -470억에서 -440억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프

로젝트의 가치 증가는 변동성의 증가와 접한 관련이 있다. 변동성이 3,137억 원으로 기

본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여 1,000억 이상이 증가한다. 이 결과는 본 프로젝트와 같은 기술

금융 프로젝트에서 옵션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준다. 따라서 프로젝트의 관

리도 옵션의 가치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다.14)

4.5 관련 산업 파급효과의 불확실성을 고려한 가치평가

이 절에서는 프로젝트가 가지고 있는 각 산업의 노출 에 한 가정을 점검하고자 한

다. 는 해당 프로젝트가 각 관련 산업에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즉 향을 얼마나

미치는지를 의미한다. 기본가정은 본 프로젝트가 반도체 산업에 가장 크게 노출이 되어 있

고, 반도체 산업에의 노출이 통신과 하드웨어 산업에 미치는 합과 동일하고, 통신과 하드

웨어에는 동일한 노출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0.5, 0.25, 0.25)가 된다. 이는 초기 투자

액을 반도체에 50%, 통신과 하드웨어에 각각 25%를 투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미래에는 이러한 노출의 정도가 변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 시점에서 노출에 ±25%

범위 내에서 각각의 산업에 균일분포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분석한다. 물론 각 산

업의 노출의 합은 항상 100%가 되도록 유지한다. 이와 같은 가정 하에 프로젝트의 가치는

아래 [그림 7] 및 <표 12>로 요약된다. 모의실험은 10
5
회 실시했다.

<표 13>에 나타난 시뮬레이션 결과의 통계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기본모델과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성과의 위험이 없는 상황과 나란히 비교하 다. 프로젝트의 기댓값은 187억

원에서 919억 원으로 약 4배 가량 증가한다. 중위수도 -470억에서 -450억으로 감소한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가치증가는 변동성의 증가와 접한 관련이 있다. 변동성이 3,166억

원으로 기본 모형의 결과와 비교하여 1,000억 이상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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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지나치게 공격적으로 R&D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도 있으나, 구조조정(청산 포함) 할 수 있는 체

계를 프로젝트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다.



[그림 7] 옵션가치 <표 13> 파급효과 불확실성 모델 통계량

(Y축: 빈도, X축: 억원, 파란선: 평균, 빨간선: 중위값) (단위: 억원)

Ⅴ. 결 론

반도체 기술은 컴퓨터, 스마트폰과 같은 개인생활에서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으로서도 중

요하다. 그러나 현재 국내 반도체 산업은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에 응하고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의 로벌 경쟁력을 유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관련 R&D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본고는 이처럼 정부가 적극적으

로 추진하고 있는 반도체 R&D 사업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타당성을 가지는지에 해서

실물옵션 기법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실물옵션 분석기법은 투자안이나 프로젝트에 한 기존 평가방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실물옵션은 변화하는 환경에서 신축적이고 유연한 의사결정을 모형화

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의 분석 상이 되는 초저전력 미래 반도

체사업과 같이 10년 이상의 기간을 두고 추진되는 규모 정부 연구개발사업의 타당성 평

가에는 순현재가치법(NPV) 등과 같은 전통적 방식은 그다지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필요

성에서 수행된 본고의 주요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부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초저전력 미래 반도체 사업의 기 가치는 약 187억원으로 평

가되었다. 따라서 본 사업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타당성을 가지므로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사업이다. 사업의 수익률은 투입되는 사업비를 고려하는 경우 약 8%로 평가해 볼 수

있다. 참고로 중위값은 약 -467억원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전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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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urtosis 11.64 7.53

구분 기본모델 추가분석

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0
10

00
0

20
00

0
30

00
0

40
00

0
50

00
0

60
00

0
70

00
0



인 결과값이다. 비록 중위 수익률이 음(-)을 기록하 으나 사업의 가치는 오른쪽으로 꼬리

가 늘어지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 성공할 경우 단히 큰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한편 본고에서는 사업이 당초에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와 금리변화 등

외부환경변화가 생기는 경우의 가치평가도 함께 진행하 다. 사업이 중도에 청산되더라도

기초기술 개발경험 및 연구논문 발간 등의 부가적 성과를 거둘 수 있으나 이의 가치는 별

도로 산정하지 않는 매우 보수적인 방식인 것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평가방식에도 불구하

고 당초 목표달성에 불확실성이 발생하는 경우(제4.1절)에도 오히려 프로젝트의 가치가 약

7배 이상 상승한 1,337억원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프로젝트가 실제 목표로 하는 성과의

50%만 달성하는 부정적인 경우를 가정하더라도 연구자가 적극적으로 연구개발을 수행하

여 목표치에 불확실성이 생기는 경우(제4.3절)에도 프로젝트의 가치가 기본모델의 경우보

다 약 5배 높은 933억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평가는 사업의 변동성이 커질수록 사업의 가치 또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위험의 증가로 인하여 프로젝트의 가치가 큰 폭으로 증 되는 것은 실물옵션 분

석에서 단히 자연스러운 결과이다. 사업을 중간에 청산할 수 있는 권리가 전략적 유연성

의 가치가 반 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검토 상이 되는 프로젝트의 위험이 증가한

다는 것은 사업의 성과가 더욱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

업수행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의 성과가 나빠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사업을 중도에 청산

할 수 도 있고, 반 로 사업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면 사업을 더욱 확장할 수도 있다. 즉

사업을 중도에 청산할 수 있는 의사결정의 유연성(권리)은 사업의 성과달성위험(불확실성)

이 커질수록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의 경제적 가치를 반 하는 경

우 사업의 가치는 더욱 증 되어 평가된다. 

본고의 분석결과 확인된 위와 같은 사실은 정부 주도의 규모 프로젝트의 수행방식과

관련된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프로젝트의 가치 극 화를 위해서는 보다 공격적

인 R&D를 장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실증하 기 때문이다. 즉 프로젝트의 수행여부가

통상의 타당성 분석과 같은 방법을 통해 결정되었더라도 이후단계에서 공격적인 R&D 수

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연구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목표

치 달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소극적인 R&D 수행을 통해 프로젝트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 그러나 자금을 공급하는 정부와 같은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도 중요하지만 프로젝트의 가치를 극 화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이슈이다. 따라서 프

로젝트의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적극적 연구수행을 위한 인센티브 체계 구성에도 고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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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그간 프로젝트의 관리는 수행 전 단계에서는 경제적 관점에서의 타당성 분석 위

주로 진행되었고, 개시된 프로젝트의 가치(성과) 극 화를 위한 방안마련에는 소극적이었

다는 점에서 본고의 연구결과는 큰 의미가 있다. 

한편 본고의 연구 결과는 기존연구와는 다음과 같은 차별성을 가진다. 먼저 실물옵션과

관련된 분석 역을 국내 최초로 반도체 산업으로 확장하 다는 점이다. 그간 SOC, 에너

지 등의 산업분야에 국한되었던 실물옵션기법을 미래기술 산업분야에도 적용하 다는데

의의가 있다. 다음으로 실제 투자사례를 기준으로 연관사업으로의 파급효과까지 고려하여

분석을 진행하 다는 것이다. 일부 연구의 경우 가상의 사례로 당해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

는 경우가 다수 있었으나 본고에서는 반도체 R&D 과제를 기반으로 통신 및 하드웨어 산

업에 한 향력까지 고려하여 타당성을 평가하 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기존의 전통적인 평가방법에서는 프로젝트 수행 중의 환경변화를 반 할 수 없었으나

실물옵션 기법을 활용하는 경우 중단 또는 연기 등의 다양한 의사결정 시점을 반 할 수

있다. 즉 특정 프로젝트의 타당성 평가시 실물옵션기법은 의사결정과 관련된 유연성, 즉

위험관리전략(risk management strategy)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따라서, 국

가적 차원의 규모 연구개발 프로젝트와 같이 오랜기간에 걸친 투자가 필요한 사업은 가

치평가의 결과가 사업의 지속을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의 포기보다는

축소 또는 분야의 전환과 같은 적극적인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본고

에서는 정부추진 연구개발 사업의 가치평가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하여 사업 축소 및 전환

과 관련된 추가적인 분석은 다루지 못했다. 이는 추후연구에서 다루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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