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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기업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를 비즈니스 모델 컴포넌트의 관점에서 사업타당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

발 비즈니스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제안한다. 제안 시스템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특허들의 기술적 가치를 평

가하는 것이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의 9가지 컴포넌트 관점에서 특허가 보유하고 있는 비즈니스적 특징을 분석할 수 있는 시스

템이다. 평가 모델은 4가지 세부 평가모델로 구성하였으며,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 파라미터와 제어 파라미터를 제

공하여서 파라미터들의 값을 조정하면서 다양한 환경에서의 평가 결과값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하였다. 

키워드: 연구개발(R&D), 비즈니스모델(business model), 시뮬레이션(simulation)

I. 서 론

한국 기업의 특허 출원은 증가하고 있지만 그 중의 많은 특허는 

실제로 활용되지 못하고 내부에 사장되어 있는 휴면(休眠) 특허이

다. 따라서 R&D 초기 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모델의 타당성을 분

석 예측할 수 있는 방법론과 기술 개발이 요구되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기존 특허 포트폴리오가 기술 개발 방향에 

올바르고 시장에서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가에 대한 검증의 필요

성을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 컴포넌트의 관점에서 기업의 특허 

포트폴리오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한다. 특허 포트

폴리오의 사업타당성은 기술을 보유하고 평가기업의 역량과 같은 

산업분야에서 경쟁하고 있는 비교기업의 역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시스템은 사업타당성 분석 결과 뿐 아니라 경쟁기

업의 기술전략을 비즈니스적인 관점으로 어떻게 벤치마킹을 할 것

인지에 대한 지침을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관점으로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의 

사업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 이 모델을 이용하여 

평가결과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한다. 

II. 평가모델

1. 비즈니스 모델 컴포넌트

본 논문에서는 비즈니스 모델 문헌연구를 통해 가장 널리 알려진 

Osterwalder(2010)의 9개의 비즈니스 모델 구성요소를 본 논문의 

지표로 채택하기로 하였다. 기업의  필수적인 비즈니스 모델 이슈를 

구성하는 4가지 주요 영역을 확인하고 이러한 4가지 영역을 구상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기본구성요소의 집합으로 나누어 9가지로 

다시 나누어 구성되었다.

표 1.  비즈니스 모델 컴포넌트

Table 1. Business Model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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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업타당성 평가 모델

사업타당성 평가모델은 4가지 세부평가모델로 구분된다. 4가지 

세부평가모델은 시장&기술성분석, 고객성장패턴분석, 경쟁분석, 재
무분석으로 이루어진다. 

그림 1. 사업타당성 평가모델

Figure 1. Business Evaluation Model

III. 시뮬레이션 시스템

1. 기본 및 제어 파라미터

구분 파라미터

Default

Parameters

- 산업별 BMC Keywords

- 성장패턴 산출기간(10년)

- BMC 가중치 합(100%)

- 성장패턴 지수값(0~9.9)

- 성장성 계산식(CAGR)

Control

Parameters

- CAGR : BMC별 CAGR의 수정 가능해야함

- 성장패턴 : 향후 10년의 패턴은 과거와 달리 변동 될 

수 있음

- BMC 가중치 : 가중치의 합은 100%를 넘을 수 없다. 

표 2.  기본 및 제어 파라미터

Table 1. Default & Control Parameters

시뮬레이션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모델에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기본 파라미터와 모델을 제어할 수 있는 제어 파라미터가 추출되어

야 한다. 본 시뮬레이션 시스템의 파라미터는 <표 2>와 같다.

2. 시스템 구현

시뮬레이션 시스템은 Runa Framework을 기반으로 jsp와 

MySQL을 이용하여 구현하였다. 앞에서 제시한 4가지 세부평가모

델을 모두 구현하였으며, 평가회사와 비교회사를 선택하여 비교분

석할 수 있게 구현되었으며, 제어 파라미터를 조절한 시뮬레이션 

결과를 실시간으로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면 분석 회사가 앞으로 연구개발로 추구해

야 할 비즈니스 영역 3가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개발 방향

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 시뮬레이션 시스템

Figure 2. Simulation Model

IV. 결 론

본 논문에서 제시한 시스템은 기업의 특허포트폴리오를 비즈니스 

관점에서 분석하고, 파라미터 변경을 통하여 다양한 결과값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향후 연구개발 방향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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