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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자 약력

•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졸업

• 미국 San Jose Business Executive Program 

• LG 전자 정보기기연구소

• 네모 파트너즈 F&V (이사)

• LG 벤처투자자 (책임심사역)

• 이노폴리스파트너스 LLC (파트너)

• 대덕 인베스트먼트 (부사장)

• 現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

조 남 훈

한국과학기술지주

대표이사/사장

010-2653-6052
042-861-7878
nam@kstholding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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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현황
당사는 공공기술 사업화 촉진을 위해 정부출연(연)의 공동 출자로 설립되었습니다.   
현재 대표이사 포함 4명이 재직 중이며 순차적으로 인원 확충 예정

회사명 한국과학기술지주

설립일 2013년 11월 14일

대표이사 조 남 훈

소재지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 593(TBC)

설립자본금 53억원

주주 구성 17개 정부출연연구소

회사 개요 조직도

투자기획팀투자기획팀

펀드결성 및 운용
투자 심사
성장지원 및 회수

펀드결성 및 운용
투자 심사
성장지원 및 회수

기술사업화팀기술사업화팀

창업/JV 환경 조성
-사업주체 발굴
-기술 발굴
-사업모델 결정

창업/JV 환경 조성
-사업주체 발굴
-기술 발굴
-사업모델 결정

대표이사 조남훈대표이사 조남훈

자문그룹자문그룹멘토그룹멘토그룹

설립 경과

2013.07 공동기술지주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2013.09 공동기술지주 설립추진계획 연구회 보고

2013.10 대표이사 및 경영지원팀장 공모

2013.11.22. 창립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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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 설립 의미
공공기술의 활용도 제고를 위해 2013년 12월2일 사업 개시

추진성과 기대효과

§ 17개 출연(연)*이 53억원
출자로 공동기술 지주회사
설립 완료

– 2013년11월14일

§ 출자예정금 : 530억원
– ’13년부터 3년간

순차적으로 출자

§ 초대 대표이사 : 조남훈

§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 이행 및 출연(연) 
성과확산을 위한 융복합
투자/육성/회수 순환
개념의 기술사업화로 진화

§ R&D성과의 사업화 투자
유도를 위해 정부의
마중물 역할

§ 출연(연) 역할 변화에 대한
솔루션

– 시장 고객 변화
– 기술 금융 성장

§ Push+pull 결합 투자 형태
다양화 추진

§ 기술사업화 플랫폼
– HUB/GATE
– Investor
– Developer

추진 배경

§ 기초기술연구회 : 원자력연구원, KIST, 생명연, KISTI, 표준연

§ 산업기술연구회 : 생기연, 국보연, 건설연, 철도연, 식품연, 지자연, 기계연, 재료연, 에기연, 전기연, 화학연, ET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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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 운영 철학
인재, 경험, 자본을 바탕으로 핵심가치의 구현을 통해 공공기술사업화,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핵심가치

경영이념
• 공공기술사업화를 통해 벤처생태계 완성, 성장동력

과 일자리 창출 및 국가경제성장에 기여

• 전문가 조직 : 글로벌/투자/신규사업 경험
• 창의적 조직문화 : 관행 탈피/다양한 성공모델 시도
• 성과에 기반한 보상 및 책임 : 양 + 질적 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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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모델
공공기술을 기반으로 창업, JV 등을 통한 자회사 설립, 성장지원, M&A를 통한 투자
회수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 기술지주회사

§ 금융기관(LP)

§ 벤처캐피털(GP)

§ 벤처기업협회

§ 유관기관

투자/성장지원

지분/투자수익(M&A)

업무협력

출연(연)

출자기업

사업화주체

기술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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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자회사 유형
사업화 주체에 따라 중견기업과의 합작회사, 다양한 경험 보유 예비창업자와의 기술
창업 그리고 연구원 창업이 있습니다

출자 회사 유형

중견/중소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중견/중소 기업과의
합작회사 설립

§기존 업체와 공동으로 합작회사 설립

§설립 초기부터 영업/마케팅 등 기존 역량
을 활용할 수 있음

§사업 다각화를 모색하고 있는 기존 기업이
대상

다양한 경험 보유
창업자와의 기술창업
다양한 경험 보유
창업자와의 기술창업

출연(연) 연구원 창업출연(연) 연구원 창업

§특정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아이디어를 가

지고 있는 개인과 합작회사 설립

§개인의 경험과 출연(연)의 기술, 기술지주

회사의 사업지원 합작

§연구원의 사업화를 위하여 사업모델 수립

부터 사업지원, 투자유치 등 부족한 부분

보완

중견/중소 기업

예비창업자

출연연 연구원

출자
기업

기
술
지
주

출자

출자

출연(연)

출자

기술이전/
출자

츨자/
성장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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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 패러다임 전환
투자-성장-회수의 선순환 개념을 기반으로 한 기술사업화 모델로의 패러다임 전환
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기존 기술사업화 모델

소수 출연(연) 
중심의

기술 창업

과제평가
방식의 심사

§ 소수 출연(연) 중심 창업

§ 연구자의 사업 비전문성과 동기부족

§ 원자력, 기계연, 표준연, ETRI, 생명연, 
화학연, 해양기술원

기술이전 중심
기술사업화

§ 초기 기술이전료 위주

§ 단일 기술 이전 중심

§ Push 방식

§ 각종 위원회 통한 심사로 투자 지연

§ 창업 이후 추가 투자 및 의사결정

지연으로 인한 효율적 성장 지원 미흡

§ 회수 전략 및 절차 미흡

당사의 기술사업화 방향성

출연(연) 
창업 활성화

내부전문가
책임심사

§ 출연(연) 창업 분위기 확산

§ 전문조직을 통한 자금조달 및
경영지원체계 구축

§ 사업화 주체 발굴 / 기술 매칭

수요기업과
사업협력 강화

§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과 JV를 통해
출연(연) 기술 Value Up 추진

§ 융복합 기술이전 활성화

§ Push + Pull 방식

§ 효율적 투자심사 및 적극적 성장지원

§ 창업 이후 상용화 초기 기업에 대한 후속

투자를 위해 펀드 결성 및 운용

§ M&A 위주의 투자회수 전략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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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전략
출연(연) 융복합 기술과 수요자를 연계하는 플랫폼 역할을 통해 다양한 투자, 사업화
Enabler 및 EXIT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성장지원 & 
‘M&A 중심’ 회수

출연(연) 간 ‘HUB’ 
역할

41

투자형태 다양화

3

• 투자 형태 다각화
– Joint Venture : 

신설 또는 지분
인수

– Earn-out : 
성과기반 분납투자

– 출연(연) 창업 출자
– 기술이전 조건부

융자 (브리지론)

• 투자 규모 다양화 : 
Majority & Minority

• 투자 지역 다양화 : 사업의
글로벌화

• 펀드 결성

• 창업 초기 맞춤형
경영컨설팅 (파견
경영지원 연계) 

• 성장단계별 투자
• 자금 및 사업전략 밀착

지원

• M&A로 투자회수

• 출연(연) 간의 정보 교류
HUB 

• 복수의 출연(연) 기술을
융합하여 새로운
기술개발 촉진

• 출연(연) TLO와의
협업을 통한 상호
시너지 제고

vTLO è 기술이전 중심
v한국과학기술지주 è

창업 및 투자 중심

다양한 관계자간
‘Gate’ 역할

2

• 출연(연) 기술 접근성
제고를 통한 수요 연계
효율성 강화

• 국내외 수요자 니즈
조사 및 출연(연) 기술
매칭

국가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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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 성공전략
전문인력 영입과 투명한 경영, 펀드 결성을 통해 유망기술에 대한 신속한 전략적
투자와 EXIT를 추진할 것입니다.

국가 R&D사업화 성공률 제고

자율적 권한과
성과 책임 문화 구축

지속적 자본 확충을 통한 자회사 육성
및 성공적 EXIT 추진

우수 전문인력
확보와 자율적
조직문화 구축

내부 통제구조
구축을 통한
투명한 경영

펀드 결성 등
자금유치를 통한
사업화 자금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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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지주 발전 로드맵
질과 양적 측면의 성과 실현을 통해 실질적 기술사업화 성공모델을 도출하여 일자리
창출과 R&D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1단계
(2013년~2014년)

2단계
(2015년~2016년)

3단계
(2017년~)

• 창조경제 성공모델 도출
• 선순환 생태계 실현
• 고부가 일자리 창출

• 한국과학기술지주㈜ 설립
• 전문가 영입 및 조직 문화 구축
• 협력 네트워크 구축

• 펀드 결성을 통한 레버리징 효과 및
BEP 조기 달성

• JV, 자회사 본격 설립
• 사업화 HUB 시스템 구축

• EXIT 실행
• 투자회수금 재투자
• 자립 운영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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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기술사업화펀드 운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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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업화펀드 운용 사례
대덕 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투자회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펀드 개요

조합명칭 대덕 이노폴리스 특허기술사업화 투자조합

결성금액 800억원(과학기술부 400억, 한국벤처투자 150억, 대전시 100억, 산업은행 100억

존속기간 7년 (2006.9~2013.9) / 투자기간 4년 (~2010.9)

GP 이노폴리스파트너스(유)

양산 EXIT

사업자금

경영전반

외부연계

기술사업화 지원 예시

•초기투자

•우수인재 유치
•관리체계 확립
•기술 증명

•특구 과제

•2차투자 •3차투자 •M&A 

•공장 건설
•기획, 관리 전문화

•우수인재 유지
•생산관리 향상
•’10년 132억/31억

•M&A 계약 지원

•대기업 연계 •해외기업 연계

Pilot기술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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