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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
수신자  수신처 참조

(경유)

제  목  ‘글로벌 기술・시장・산업 보고서(DB) 연간구독 서비스’ 신청 안내

         1. 귀 대학(단)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최근 대학들은 기술연구 방향이 순수 기술연구에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

이전 및 사업화에 주안점을 두는 연구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로인해 연구자를 중심으로 

연구기획 단계부터 기술의 시장성 및 상용화 전략을 파악할 수 있는 글로벌 기술・시장・산업 

보고서에 대한 수요가 증대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협회는 회원대학들을 위해 글로벌 기술・시장・산업 조사 전문기관으로 

기업,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에 다년간 글로벌 보고서를 서비스 하고 있는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과의 업무협약 체결을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글로벌 보고서 구매에 

따른 비용부담, 개별계약에 대한 물리적 애로사항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으로 회원대학에 한해 

할인된 특별 공급가로 “글로벌 기술・시장・산업 보고서(DB) 연간구독 서비스(Growth Partnership 

Service)”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관심 있는 대학 관계자께서는 아래 및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2018년 3월 30일(금)까지 서비스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서비스명 : 글로벌 기술・시장・산업 보고서(DB) 연간구독 서비스     

(GPS; Growth Partnership Service)

            나. 공급기관 : 프로스트 앤드 설리번(FROST & SULLIVAN)

                             ※ 글로벌 전략컨설팅 및 시장·기술·산업 조사기관

            다. 신청대상 : KAUTM 회원대학(76개)

            라. 서비스 내용

                1) Service Scope (전산업 분야 발간보고서 및 발간 예정 보고서 열람/다운로드)

                    ‣ 12개 기술・산업 분야 64,000개 리포트 및 DB

                     ① Aerospace & Defense

                     ② Automotive & Transportation

                     ③ Consumer Technologies



                     ④ Chemicals, Materials & Food

                     ⑤ Energy & Power Systems

                     ⑥ Environment and Building Technology

                     ⑦ Measurement & Instrumentation

                     ⑧ Minerals & Mining

                     ⑨ Healthcare

                     ⑩ 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⑪ Industrial Automation & Process Control

                     ⑫ Electronic & Security

                2) Value added Interactive Service(리포트 및 DB 관련 전문가 QA 서비스)

                    ‣ Analyst Inquiry hour : 30hours (Report inquiry service)

                    ‣ Industry Expert Briefing : 1time

                3) IP 접속권한 아이디(ID) : 3개 부여

                    ‣ 산학협력단 담당자 및 이용자 개인 PC에 한하여 제공

                ※ 개별보고서에 대한 소개 및 서비스 가격 검토 희망 시 하기 링크(온라인

스토어) 참고 → https://store.frost.com/

            마. 가격(특별 공급가)

                - 연간 45,000,000원(부가세 포함)

Growth Partnership Service 기존 고객사 제공가 비교

 o All Industries 1년 구독 기준

   - 민간 기업 : 150,000,000 ~ 200,000,000원 (부가세 별도)

   - 정부출연연구기관 : 100,000,000 ~ 150,000,000원 (부가세 별도)

   - Academy(대학교·산학협력단 등) : 60,000,000 ~ 80,000,000원 (부가세 별도)

            바. 신청기간 : 2018년 3월 5일(월) ~ 3월 30일(금)

                - 계약(협약) 기간 : 2018년 4월 2일(월) ~ 5월 31일(목)

                - 서비스 구독 기간 : 2018년 6월 1일(금)부터 1년간 (개시일로부터 1년)

            사. 신청방법

                - ‘글로벌 기술・시장・산업 보고서(DB) 연간구독 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하여 3월30일(금)까지 KAUTM 담당자 메일(mars@kautm.net)로 제출

[문의 및 담당자]

 ‣ KAUTM 이창준 팀장

   → 02-2285-6240 / 010-3043-3059 / mars@kautm.net

 ‣ Frost & Sullivan 이현택 매니저

   → 02-6710-2038 / 010-5381-9626 / hyuntaek.lee@frost.com

mailto:mars@kautm.net


            아. 세부내용 : 붙임자료 참조

               ※ 협회(www.kautm.net)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붙  임 : 1. 글로벌 기술・시장・산업 보고서(DB) 연간구독 서비스 안내자료 1부.

붙  임 : 2. 서비스 신청서 1부.  끝.

(사)한국대학기술이전협회장

수신처

가천대(글로벌), 가톨릭관동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 건국대(글로컬), 경남대, 

경북대, 경상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공주대, 광운대, 광주과기원, 국민대, 군산대, 단국대,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대구한의대, 대진대, 동국대, 동명대, 동서대, 동신대, 동아대, 동의대, 명지대, 

배재대, 부경대, 부산대, 삼육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과기대, 선문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대, 순천대, 순천향대, 숭실대, 아주대, 연세대, 연세대(의료원), 영남대, 울산과기원,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전주대, 제주대, 조선대, 중부대, 중앙대, 

창원대, 충남대, 충북대,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기술교육대, 한국외대, 한국해양대, 한남대, 

한밭대, 한양대(서울), 한양대(에리카), 호서대, 홍익대 산학협력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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