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4. 1.16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김훈배 실장



1 내부 마케팅 방안

2 외부 마케팅 방안

3 3D 애니메이션 마케팅 방안3 3D 애니메이션 마케팅 방안

4 별첨



2014년 국내 TOP 대학기술사업화 전문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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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내 TOP 대학기술사업화 전문회사

2013년 국내대학 최초의 기술사업화 전문회사 출범
(이스라엘식 모델: 라이센싱과 창업이 결합된 기술사업화 전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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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마케팅 방안1 내부 마케팅 방안1



v 대학기술의 사업화 성공까지 조직의 인내 및 지원 강조

• 발명시점에서 기술료 수입까지 일반적으로 10~15년 정도 소요됨(스탠포드대학)

• 연간 기술료 수입이 100억원을 돌파하기까지 약 20년 정도 소요됨(스탠포드대학)

• 설립 9년 이후 첫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고, 20년 이후 손익분기점을 돌파(Yissum)

• 기본적으로 대학의 Funding 없이 실질적인 재정자립화를 달성한 조직은 별로 없음

- AUTM(미국대학기술이전협회): 재정자립한 미국의 기술이전 기관은 16%에 불과함

• 우리보다 8년이상 앞선 일본 도쿄대학보다 연세대학의 기술이전 성과가 우수함

- 2012년 기술료 수입: 연세대학 37억원 V.S. 도교대학 25억원

대학 수뇌부에 기술사업화의 이해를 적극적으로 Appeal (중요성/인내/지원 등)

• 발명시점에서 기술료 수입까지 일반적으로 10~15년 정도 소요됨(스탠포드대학)

• 연간 기술료 수입이 100억원을 돌파하기까지 약 20년 정도 소요됨(스탠포드대학)

• 설립 9년 이후 첫 로열티 수입이 발생하고, 20년 이후 손익분기점을 돌파(Yissum)

• 기본적으로 대학의 Funding 없이 실질적인 재정자립화를 달성한 조직은 별로 없음

- AUTM(미국대학기술이전협회): 재정자립한 미국의 기술이전 기관은 16%에 불과함

• 우리보다 8년이상 앞선 일본 도쿄대학보다 연세대학의 기술이전 성과가 우수함

- 2012년 기술료 수입: 연세대학 37억원 V.S. 도교대학 25억원

v 해외 대학 기술사업화 사례 소개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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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6. 기술사업화기술사업화

R&D R&D 및및 사업화사업화
종합컨설팅종합컨설팅

1. 1. 발명상담발명상담

2. 2. Lab Lab 컨설팅컨설팅55. . 네트워크네트워크
지지원원

3. 3. 정부과제지원정부과제지원

R&D R&D 및및 사업화사업화
종합컨설팅종합컨설팅

44. . 금융연계금융연계

2. 2. Lab Lab 컨설팅컨설팅55. . 네트워크네트워크
지지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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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업무시스템 구축을 통한 마케팅 활동 DB화 및 노하우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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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마케팅 방안2 외부 마케팅 방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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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DB

발명평가
DB

랩컨설팅
DB

기타
DB

v Single 마케팅 기술 발굴 절차

마케팅
후보선정

마케팅 대상 후보 선정 : TLO 담당자, 특허사무소 발

표

(발표 회의를 통해 1월 20일 까지)

v Project 마케팅 기술 발굴 절차

수요조사

① TLO 담당자
② 특허사무소 선정/발표

대기업 NPE
언론매체
세미나

패키지
기술테마 선정

① TLO 담당자

투자전문가

전담변리사

기술이전담당자

세미나

마케팅
대상선정

마케팅 대상 후보 선정 : TLO 담당자, 특허사무소 발

표

(발표 회의를 통해 1월 20일 까지)

마케팅
자료작성

디스플레이
바이오소재 /

체외진단

전기 자동차 / 

스마트 카

배터리 /

신재생 에너지

기술 패키징

특허 패키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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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마케팅 자료

SMK 제작

(Sales Material Kit)

3D 애니메이션

(3D 동영상 소개자료)

[기존방식] [신규 테스트]

마케팅

[기존방식] [신규 테스트]

11/20



v

전

문

적

인

내

용

v

전

문

적

인

내

용

12/20



3D 애니메이션 마케팅 방안3 3D 애니메이션 마케팅 방안3



l 서면(Paper)

l 전문가用

l 차별화 無

l Target Marketing

SMK

기존 SMK 단점 및 외부환경 변화

l 영상시대

l 신속한 정보전달

l 창조경제/기술융합/오픈이노베이션

☞ 비전문가에게도 기술홍보 필요

l 넘처나는 정보(수많은 기술정보)

시대상황

l 읽기 싫다

l 시간이 많이 걸린다

l 내용파악이 어렵다

l 다 똑같다

기술수요자

l 서면(Paper)

l 전문가用

l 차별화 無

l Target Marketing

비전문가에게도 특허기술의 내용을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 ?

l 영상시대

l 신속한 정보전달

l 창조경제/기술융합/오픈이노베이션

☞ 비전문가에게도 기술홍보 필요

l 넘처나는 정보(수많은 기술정보)

l 읽기 싫다

l 시간이 많이 걸린다

l 내용파악이 어렵다

l 다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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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진행절차

1) 과제수행 방향 설정1) 과제수행 방향 설정
• Lab방문을 통한 특허기술 내용 파악,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활용목적 및 발명자의 요구사항 수렴
• Lab방문을 통한 특허기술 내용 파악, 애니메이션

동영상의 활용목적 및 발명자의 요구사항 수렴

2) 시나리오 구성2) 시나리오 구성
• 전문작가를 활용, Lab 및 특허기술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구성
• 전문작가를 활용, Lab 및 특허기술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시나리오 구성

3) 스토리 보드 작성3) 스토리 보드 작성
• 동영상에 들어갈 내용, 나레이션 내용 등 동영상 구성

및 스토리보드 작성
• 동영상에 들어갈 내용, 나레이션 내용 등 동영상 구성

및 스토리보드 작성
3) 스토리 보드 작성3) 스토리 보드 작성

• 동영상에 들어갈 내용, 나레이션 내용 등 동영상 구성
및 스토리보드 작성

• 동영상에 들어갈 내용, 나레이션 내용 등 동영상 구성
및 스토리보드 작성

4) 사진 및 영상 촬영4) 사진 및 영상 촬영
• Lab 및 특허기술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촬영
• Lab 및 특허기술 홍보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사진 및

영상 촬영

5) 녹음 및 음악효과5) 녹음 및 음악효과
• 전문 오디오 디렉터를 활용하여 나레이션 내용 녹음

및 각 페이지에 배경효과음 삽입
• 전문 오디오 디렉터를 활용하여 나레이션 내용 녹음

및 각 페이지에 배경효과음 삽입

6)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6) 애니메이션 동영상 제작 • Lab 소개 및 특허기술(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 Lab 소개 및 특허기술(제품)을 이해하기 쉽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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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3D 애니메이션 영상

• 내부효과

- 기술사업화에 대한 교수 관심 유도

• 외부효과

- Mass Marketing 으로 인한 기술이전

실적 향상

• 내부효과

- 기술사업화에 대한 교수 관심 유도

• 외부효과

- Mass Marketing 으로 인한 기술이전

실적 향상

• 내부효과

- 기술사업화에 대한 교수 관심 유도

• 외부효과

- Mass Marketing 으로 인한 기술이전

실적 향상

• 내부효과

- 기술사업화에 대한 교수 관심 유도

• 외부효과

- Mass Marketing 으로 인한 기술이전

실적 향상

향후 계획

• 시업사업 후 사업 지속 및 사업 확대 여부 검토• 시업사업 후 사업 지속 및 사업 확대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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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스탠포드대학 기술료 수입 HISTORY

100억원 돌파

약 20년

(년도)

• 2012년 기술이전 수입액은 $76.7M(812억원)
☞ 660여개의 발명에서 발생한 수입이며, 98%가 오래전에 맺은 기술이전 계약에서 발생

☞ $1M 이상의 기술료를 기록한 건은 5개, 1건이 $50M 이상을 기록

(대형 기술이전 사례가 기술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큼)

•연간 기술료 수입이 100억원을돌파하기까지 약 20년 정도 소요됨
☞ 발명시점에서기술료 수입까지 일반적으로 10~15년 정도 소요됨

☞ 누적 기술료 수입은 한화 1조 6천억원

☞ 3건으로 1조이상의 기술료 수입을 얻음

(유전자 재조합 기술: 2,700억원, Google: 3,570억원, Functional Antibodies: 392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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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스탠포드 OTL 수입/비용

수입> 비용 시점

약 17년

(년도)

• OTL is self-supporting 15% of revenue > operating expenses(2012년 $6.6million)

($ thousands)

•기술료의 15%를 OTL에서 흡수, 나머지는 인센티브로 지급
☞ 인센티브의 1/3은 발명자, 1/3은 발명자 소속 학과, 1/3은 발명자 소속 대학에 지급

☞ 주식의 경우, 1/3은 발명자, 2/3는 대학으로 가서 OTL 펀드로 활용

• 2012년 운영비는 $6.6M(70억원)으로특허비용과는 별도(92억원)

(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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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설립년도 인원 추진업무
2012년

특허건수(발명
건수)

출원율
(%)

기술료(2012년)
(단위: 억원)

특허1건당
기술료

(단위: 백만원)

Harvard OTD 2006 44

특허 관리 /

기술이전(창업지원) / 

산학과제계약

197건 (368건) 53.5 121.8 61

Stanford OTL 1970 43
특허 관리 / 기술이전

/산학과제계약
(506) - 812.0 160

Uchicago Tech 1989 26
특허관리 / 기술이전 /

창업지원
(140) - 84.7 60

v 해외대학 기술사업화 조직 현황

특허관리 / 기술이전 /

창업지원

Todai TLO 1998 21 기술이전 600여건 - 25.4 4

Cambridge
Enterprise

2006 54 특허관리 / 기술이전 167건 (476건) 35.1 148.2 93

Yissum
(Hebrew Univ)

1964 28
특허관리 / 기술이전 / 

창업지원
64건 (182건) 35.2 635.2 987

연세대학교
기술지주회사

2011 10
특허관리 / 기술이전 / 

자회사 창업
521건 (596건) 87.4 37.2 7

ü 발명신고 대비 특허출원비율이 낮음 : 특허의 양보다 질 중시(사업화 가능성 높은 특허만 출원)

ü 스탠포드 대학의 연구비대비 기술료 회수율은 6% (선진 TLO 3%, 연세대학교 1%)

ü 대학의 Funding 없이 실질적인 흑자 경영 조직은 거의 없음 (출처: AUTM, 미국대학 중 16% 재정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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